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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문화는 정치다.국민 국가가 들어선 이래,건축에서 언어에 이

르는 범 한 문화의 한 가운데에서 개인의 심미 감정을 표 해

내는 술조차 가치의 권 배분이 일어나는 공공 역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었다.이러한 맥락에서 문화 정책은 역사

가치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유산을 보호하고 미 으로 탁월하다고

단되는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장려해왔던 국가와 이를 둘

러싼 권력의 끊임없는 심과 의지의 산물인 것이다.이처럼 국내

정치의 산물이라는 속성을 가진 문화정책은 세계화 시 에서는 국

제기구와 회원국 간의 타 과 갈등의 결과라는 성격도 가지게 되었

는바 그 표 사례가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로그램이다.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로그램은 하나의 상징정책으로 회원국 도

시 두 곳을 매년 ‘수도’로 지정함으로써 범 유럽 차원에서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한 것이다.이

는 문화정책을 통해 국 력이 여러 정책 역으로 확장되고

그 정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었다.이에 더하여

주최국은 문화수도 로그램을 통해 도시 홍보 기회를 얻고 문화 인

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의 창을 열게 되며 산업을 활성화

하여 경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한편,유럽연합의 료기구인

집행 원회는 이 정책에 개입함으로써 ‘유럽 조약의 수호자’로서 조

직의 정당성을 높이고 향력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해 계 하에서 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행

자간 권한 배분에 따른 정책 갈등은 문화수도 로그램의 변동을 추

동하는 요인이 되었다.먼 정책 목표와 련하여,유럽연합은 ‘다

양성과 공동의 정체성’이라는 일견 모순된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책

의 상을 ‘도시’로 하고 있다.이는 도시의 ‘토성’으로 인해 정책

목표의 우선순 를 정하거나 해석하는 략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

포한다.‘공동의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극 으로 추구하는 것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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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고유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

가 크며 이로 인해 연합 차원의 정책에 한 비 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집행 원회는 다양성을 지역 문화와 연계

하여 이해함으로써 국가가 아닌 지역 단 의 행 자와 력을 강화

하려는 최소주의 연방주의의 략에 근하게 되는 것이다.그러

나 다양성은 지역이나 회원국의 이해 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

석되면서 오히려 연합의 이익에 반하거나 국 기구의 권한을 견

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목표 해석과 용을 둘러싼 정책 갈등은 주로 회원국의 선

호를 변하는 각료 이사회와 범 유럽 가치를 추구하는 집행 원

회를 심으로 하여 일어난다.이러한 갈등 양상은 문화수도 로그

램에 한 입법권과 행정권이 불분명하게 배분된 가운데 ‘공동결정

차(co-decisionmakingprocedure)’가 정책과정에 도입되면서 부

각되었다.정책의 공간이 주최국의 도시라는 을 고려해보면 지역

문화의 토성으로 인해 도시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는 쉽지만 공동

의 요소에 한 합의 부재 하에서 범 유럽 문화를 발굴하고 홍보

하는 작업은 상 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바로 이 때문에 공동결

정 차의 주요 행 자인 집행 원회와 문화수도가 소속된 회원국

사이에서 ‘주인- 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집행 원회는

응 략으로서 인센티 제를 도입하고 정책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이처럼 문화수도 로그램은 1985년에 도입된 이래 정책 목표

의 모호성과 정책 갈등 양상을 주축으로 변화해왔으며,이는 회원국

과 집행 원회의 정치 ㆍ경제 선호가 타 을 찾아가는 과정이

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주요 단어:유럽연합의 문화수도 로그램,목표의 모호성,

정책 갈등,공동결정 차,정책 변동

학 번:2010-22118



- iii -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 연구의 목 ·········································································1

제 2 연구의 상과 방법···························································3

제 2장 선행 연구 검토 연구 설계 ·························5

제 1 문화수도 로그램(ECoC)개 ·······································5

제 2 ECoC에 한 선행연구····················································9

1.선행연구의 경향··················································································9

2.소결······································································································14

제 3 ECoC변동의 분석을 한 틀········································15

1.유럽연합의 정책 연구 방법론························································15

2.정책변동에 한 분석틀:목표-갈등 모형···································17

제 4 연구 설계···········································································25

1.연구 가설····························································································25

2.개념 정의····························································································27

3.자료 수집····························································································31

제 3장 ECoC의 정책 목표와 갈등 구조 ······················35

제 1 통합에 한 담론과 ECoC의 목표······························35

1.정책 목표와 연방주의······································································35

2.정책 목표와 연합주의······································································44

3.연방주의와 연합주의의 공존··························································45

제 2 ECoC의 공동결정 차와 정책 갈등····························46

1.유럽연합의 정책 결정구조와 행 자············································46

2.공동결정 차와 행 자····································································49



- iv -

제 4장 ECoC변동에 한 분석····································56

제 1 정책 도입기 이 (1970-1980년 반)·····················56

제 2 정책 도입기(1985-1992)·················································57

1.정책 도입기 유럽 통합의 동향······················································57

2.정책 목표의 모호성··········································································59

3.정책 갈등의 부재··············································································64

4.소결······································································································65

제 3 제1차 정책변동기(1993-2004)·······································66

1.제1차 변동기 유럽 통합의 동향····················································66

2.정책 목표의 모호성··········································································73

3.정책 갈등의 발생··············································································78

4.소결······································································································84

제 4 제2차 정책변동기(2005-2011)·······································85

1.제2차 변동기 유럽 통합의 동향····················································85

2.정책 목표의 구체화··········································································88

3.정책 갈등의 조정··············································································92

4.소결······································································································94

제 5장 결론 ···········································································97

1.연구 결과 요약··················································································97

2.연구의 시사 과 한계····································································100

참고문헌·················································································102

부록·························································································110

Abstract················································································131



- v -

표 목 차

[표 1]Peterson의 정책 연구 근법 ····································15

[표 2]Matland의 모호성-갈등 모형 ·····································22

[표 3]목표 모호성-갈등 모형과 연구 가설 ··························26

[표 4]연구 가설 ···································································26

[표 5]변수의 구성 ································································30

[표 6]분석에 사용한 자료 ·················································32

부 록

[부록 1]문화부 장 결의문 ················································110

[부록 2]결정문 제1419호 ·····················································111

[부록 3]결정문 제649호·························································116

[부록 4]결정문 제1622호 ·····················································117

[부록 5]마스트리히트 조약 제128호 ····································126

[부록 6]암스테르담 조약 제151호 ········································128

[부록 7]리스본 조약 제167호················································129



- 1 -

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목  

본 연구에서는 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 수 의 변화에 따라

‘유럽문화수도 로그램(EuropeanCapitalsofCulture,ECoC)’이 어

떠한 특징을 보이며 달라져왔는지 분석하고자 한다.논의는 로그

램의 명칭이 ‘수도들(Capitals)’이라는 에 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

한다.Burgess(1997)에 의하면,수도란 ‘장소성’을 가지면서 역사와

문화의 한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 ‘단일성’을 가진다.수도가 지리

으로 앙에 있든 그 지 않든 이는 국가 혹은 문명을 표하는

단 하나의 심도시라는 상징 인 장소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례행사로서 유럽연합의 문화수도는 일 년에 두 곳이 지정되고 있다.

이에 해 수도의 개념을 통해 논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수도(capital)란,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당시에는 재화를 상징하

던 소(caput)와 명사형 미사(al)의 합성이다.그래서 capital은 한

국가 혹은 문명을 단독으로 표한다는 상징성이면서 동시에 부와

소득을 의미하는 돈(money)이라는 단일 명사를 의미하게 된다.문

화수도 로그램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성을 내포한다.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연방을 이루고자 하는 집행 원회의 의도와

공동의 정책 하에서 자국의 정치ㆍ경제 이익을 최 한 확보하려

는 회원국의 이해가 첩되는 가운데 ‘다양성 하의 통일성(unityin

diversity)’1)이라는 정책 목표가 동시에 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김인오ㆍ구민교(2012).“유럽문화수도정책변동에 한 연구,”「한국사

회와 행정연구」제23권 제1호.pp.107-141.’를 확 ㆍ발 시켜 작성하 음.

1)이는 ‘AFreshBoostforCultureintheEuropeanCommunity(유럽공

동체의 문화를 한 새로운 자극)’이라는 문화정책을 한 집행 원회의

보고서에서 언 되기 시작한 것으로,하 정책으로서 문화수도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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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수도 로그램은 1985년부터 재에 이르는 동안 공식

참여자가 각 국의 문화부 장 에서 유럽연합의 각료 이사회와 집행

원회,유럽의회로 바 었고,도시 선정 과정에서 지역 원회

문가 패 의 참여가 제도화하고,문화수도를 두 곳으로 지정하며,

주최국 내 후보 도시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독 인 지

명권을 으며,선정된 도시가 ‘유럽 차원의 가치(European

Dimension)’2)를 반드시 행사에 반 하도록 이를 지원 의 요건으로

정하는 등 역동 으로 변화해왔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정

책 변동이 모호한 목표를 해석하기 한 략과 유럽연합 특유의

정책 결정 방식인 공동결정 차3)하에서 권한 갈등의 양상이 달라

짐에 따라 차 리 성격을 띠게 되는 과정이라는 을 밝히고

자 한다.

한 이를 반 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다양성’과 ‘유럽 차원,공동의 정

체성’을 표방하고 있다.

2)유럽 차원 혹은 유럽 요성(Europeansignificance)으로 언 되고 있

으며 암스테르담 조약 제151조 제1항에서 규정되기 시작했다.

3)공동결정 차는 2009년 12월 발효한 리스본 조약에 의해 ‘일반결정 차’

로 개칭되었으나 이는 집행 원회,각료 이사회,유럽의회 등의 복수의

행 자가 참여하는 유럽연합 특유의 정책결정구조를 부각시키기 해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 3 -

제 2 연구의 상과 방법

본 연구는 유럽연합이라는 공간에서 1985년부터 2011년 상반기

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여 문화수도 로그램의 변동 과정을 분

석하고자 한다.4)먼 문화수도 로그램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문화

정책이 공식 으로 등장하기 이 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해외 각지

에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단된

다.5)다만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유럽문화의달(European

MonthofCulture)’은 병행 로그램으로서 문화수도 로그램과

4) 재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은 1993년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128조

에 규정된 이후 이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술 지

원,문화산업 활성화,역사 유산 보존,청소년 교육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 집행 원회의 공동 입장이다.한편 문

화수도정책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 에 이미 도입되었지만 동 조약 이

후에 연합 치원의 문화정책에 편입되었다.집행 원회는 연합의 문화정

책에서 가장 성공 이며 표 인 사례로 문화수도 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이 로그램은 도입 이후부터 1998년까지 ‘유럽문화도시(European

CityofCulture) 로그램’으로 명명되었으나,결정문 제1419호(Decision

No.1419/1999/EC)에 의해 2005년부터 ‘유럽문화수도(EuropeanCapital

ofCulture)’로 명칭이 바 었다.본 연구에서는 로그램을 명명할 때

시기별 호칭의 혼란을 피하기 해 ‘유럽문화수도’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자 한다.유럽연합의 집행 원회 홈페이지 정책 보고서에서도 ‘문화

수도’로 통용하고 있다.

5) 미 륙에서는 유럽문화수도 로그램을 본뜬 ‘아메리카문화수도

(AmericanCapitalofCulture) 로그램’이 10년째 진행되고 있다. 한

아랍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아랍문화수도(Arab Capital of

Culture)’로그램을 UNESCO주 하에 199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우

리나라의 경우 부산에서 시민 주도로 ‘문화도시 부산 창조네트워크’운동

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 역시에서 ‘문화수도’에 한 논의를 하 고,

이의 구체 계획을 문화 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재 ‘주문화 심

도시’조성을 해 문화산업단지조성,시립미술 건립,디자인센터 설립,

컨벤션센터 설립,국립아시아문화 당 등의 문화 인 라를 구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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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며 소기의 목 을 달성하 기 때문에 종결되었다는 에서 연

구의 상에서는 제외하 다.한편 유럽문화수도 로그램은 1985년

에 도입되었는바 ‘정책 도입기-제1차 변동기-제2차 변동기’라는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은 담론 분석 방식을 차용하고자 한다.언어

나 텍스트의 구체 인 발화가 가지는 정치 함의에 을 두고

그 배경이 되는 상황 ,사상 ,제도 맥락을 고려하면서 행 자

의 의도와 행 자 간의 갈등이 제도와 상호작용을 이루며 변화해가

는 양상을 추 하는 것이 담론 분석의 아이디어이다.본 연구에서는

문화수도 로그램에 한 결정문이나 보고서를 통해서 통합 담론을

이끌어가려는 집행 원회와 모호한 반응을 보이는 회원국 간의 상

호작용을 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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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 연구 검토 연구 설계

제 1 유럽문화수도 로그램(ECoC)개

문화수도 로그램에 한 정책 아이디어는 1985년 1월 아테네

공항에서 정상회담장으로 가던 그리스 문화부 장 Merlina

Mercouri와 랑스 문화부 장 JacquesLang의 비공식 인 화에

서 나온 것이었다.이는 ‘유럽의 시민들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한다

는 목표(anevercloserunionamongthepeoplesofEurope)’6)하

에서 유럽 공동체 국가들의 문화부 장 들이 결의문(resolution)형

식으로 채택함에 따라 1985년 아테네를 시작으로 ‘유럽문화도시

(EuropeanCityofCultore)’라는 명칭으로 진행되었다.1985년부터

1992년까지 문화수도 로그램은 정상회담에서 각 국 장 들의 회의

에 따라 실행되었으며,결정문에 의하면 매년 하나의 주최국이 자국

의 재정에 의해 문화수도 로그램을 운 하도록 되어 있었다.따라

서 이 시기의 문화수도 로그램은 연합 차원의 행사라기보다는 주

최국의 행사에 가까웠다.

이후 동 로그램은 1992년 2월 7일에 서명된 마스트리히트 조

약7)에 따라 개별 국가의 행사가 아닌 연합의 정책으로 편입하게 되

6)동 문구는 1951년 리 조약과 1957년 로마 조약의 서문에서부터 언

되기 시작한 것으로 1985년의 결의문에도 나타나고 있다.

7)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본 명칭은 유럽연합 조약(Treaty ofEuropean

Union,TEU)이다.이는 1991년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1992년 2월에 체

결되었으며 1993년 1월에 발효한 것으로 유럽철강석탄공동체(European

Coaland SteelCommunity,ECSC-1951년 체결),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EconomicCommunity,EEC-1957년 체결),유럽원자력에 지

공동체(European AtomicEnergy Community,EAEC-1957년 체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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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이후 1999년에 이르러 유럽문화도시는 유럽문화수도로 개칭8)

되었으며 도시 선정과정 상의 변화가 있었다.유럽의회와 각료 이사

회는 결정문 제1419호를 통해 유럽문화도시라는 명칭을 ‘유럽문화수

도(EuropeanCapitalofCulture)’로 변경하 다.그리고 명목 인

차에 불과했던 선정 원단의 검토과정을 규정하는 등 로그램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5년에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의 결정문 제649호

(DecisionNo.49/2005)에 의해 2009년부터는 문화수도가 두 곳으로

지정되었다.따라서 로그램의 정식명칭은 European Capitalof

Culture가 아니라 EuropeanCapitalsofCulture가 되었다.이는 기

존 회원국에서 한 곳,신규 회원국에서 한 곳을 지명함으로써 ‘수도’

의 상징성은 낮아지나 신규 가입국으로 하여 문화 인 라 구축,

산업 발 기회,정치 홍보 효과 등을 부여하면서 기존 회원

국의 이익도 유지하도록 하여 통합을 안정 으로 추진하기 한 정

치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1차 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을 체계화하 음에도 불구

하고 일련의 문제가 제기되었다.9)이에 따라 2006년에는 결정문 제

더불어 4 설립조약(FoundingTreaties)에 해당한다.이밖에 단일유럽

의정서(SingleEuropeanAct,SEA-1986년 체결) 암스테르담 조약

(TreatyofAmsterdam-1997년 체결),니스 조약(TreatyofNice-2001

년 체결),리스본 조약(TreatyofLisbon-2007년 체결)은 기타 조약에

해당한다.뒤의 세 조약은 유럽연합조약의 수정조약 혹은 기능조약으로

서 지칭 상 혼란을 피하기 해 지명에 의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암스테

르담 조약,니스 조약,리스본 조약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8)2005년 이후 개최도시의 공식명칭을 ‘유럽문화수도’로 하기로 하 다.따

라서 2004년 이 까지의 공식명칭은 ‘유럽문화도시’다.이는 기존에 행

사 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최도시를 4년 정도 앞서 지정해두었기 때

문에 1999년 당시에 2004년에 개최하기로 이미 지정된 도시들을 고려한

것이다.

9)이에 해서 집행 원회는 크게 세 가지 문제 을 지 하고 있다.첫

째는 ‘경쟁의 부재’로서 회원국이 자국의 기 에 의해 후보 도시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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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호(DecisionNo.1622/2006/EC)에 의해 결정문 제649호가 폐기

되고,기존의 결정문 제1419호의 선정 차,선정 기 ,지원 지

조건,평가 방식이 수정되었다.먼 후보 도시 선정 기간이 기존에

는 개최 4년 부터 진행되었으나 2007년(2012년 개최 도시의 경우)

부터는 후보 도시 선정 작업이 개최 6년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 개최국은 자국 내에서 둘 이상의 도시를 후보 도

시로서 추천하여 도시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후보 도시들은

13인의 다국 문가 패 에 의해 보다 구체화된 기 에 의한 평

가를 받게 되었다.이는 개최 도시를 선정하는 국가의 독 인 권

한이 어들고 외부의 립 인 평가단이 선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객 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차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이처럼 문화수도 로그램은 도입된 지 26년 동안 크게 두 차례

제도 상 수정을 거쳤는바 정책 결정 집행과정의 행 자와 구체

인 선정 차상 행 자의 권한, 로그램의 명칭,개최 도시의 수,

지원 의 지 형식,평가 방식 등이 달라졌다.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동 로그램은 개최 도시와 그 국가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

서 성공 인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이에 따른 경

제 효과와 지역 홍보 효과는 미 륙과 동 지역에서 이를 벤

치마킹하는 유인이 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 역시에서

‘문화 심도시’에 한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2004년부터 이를 추진

곳 지정하는 과정에서 도시와 앙 정부 간 비리ㆍ청탁 등이 논란이 되었

다.둘째는 ‘지원 체계 결여’로서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에는 행사

비에 한 정치 심이 낮아지고 산지원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의 내용이 부실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셋째는 ‘유럽 가치 결

여’로서 개최도시의 행사나 로젝트 이른바 유럽 가치가 충분히 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는 범 유럽 정체성과 공동의 역사ㆍ문

화를 만들어가려는 집행 원회와,자국 도시와 자국의 특수성을 홍보하

고자 하는 회원국 간의 지속 인 갈등의 원인이 된다(Palmer/Rae

Associate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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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고 구체 인 계획을 문화 부가 담당하여 ‘주문화 심

도시’조성을 해 문화산업단지조성,시립미술 건립,디자인센터

설립,컨벤션센터 설립,국립아시아문화 당 등의 문화 인 라를 구

축 이다.

그러나 이처럼 성공 인 정책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수도

로그램이 과연 ‘문제 인식-명확한 목표 설정-모든 안의 탐색-최선

의 결과 선택-정책 집행’이라는 합리 과정에 따르고 있는지에

한 의문이 제기된다.우선 ‘문화’라는 개념의 포 성 하에서 개별 국

가 차원의 정체성과 연합 차원의 정체성에 간의 괴리로 인한 정치

갈등을 행 자들이 회피한 결과 정책 목표의 모호성이 야기된

다.10) 한 국 기구와 국제기구의 사이에서 모호한 특징을 보이

고 있는 유럽연합 내에서는 국 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집행 원

회 등과 정부간회의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각료 이사회를 심으

로 모호한 권한 배분에 따른 정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더하여

문화수도 로그램은 회원국의 도시에서 주권 내지 지역 정부의 자

치권에 의해 집행되는바 ‘토성(territoriality)’에 의해 문화수도행사

는 유럽 차원의 보편성 보다는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치 하게 되더라도 집행 원회가 여기에 간여하기 어렵

다는 에서 보이지 않는 정책 갈등이 상존한다.11)

이처럼 유럽연합 내에서 공동의 정책은 통합에 한 회원국과

집행 원회의 최종 목표 불일치 문제로 인한 갈등을 내포한다는

10)Williams(2010)에 의하면 문화의 개념은 매우 범 한 바 세 가지 측

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하나는 지성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한 개인이나

집단의 지 ,정신 발 을 표 하는 차원,다른 하나는 술 활동으로

서 심미 욕구를 표 하는 차원 그리고 인류학 에서 어떤 국민

이나 집단의 특정한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차원이 그것이다.그러나 이러

한 정의에 의하더라도 문화의 개념은 여 히 추상 이고 포 이다.

11) 토성이란 토의 의미,기능과 변화에 한 것으로 국가 내지 지역

의 역사 ㆍ문화 ㆍ사회 ㆍ정치 경향이 지리 경계를 심으로 특

수성을 가지는 경우를 통칭하는 개념이다.이는 특히 ‘주권-민족- 토’

를 바탕으로 성립했던 이른바 국민 국가ㆍ주권 국가ㆍ민족 국가와 련

이 깊다(정치학 사 감수 원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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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해야 한다.따라서 문화수도 로그램과 같은 유럽연합의 정

책을 분석하려는 경우 단일 국가나 연방제 국가 차원의 정책 연구

와는 다른 근을 요한다 할 것인바 동 로그램에 한 기존의 연

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제 2 ECoC에 한 선행 연구 검토

1.선행 연구의 경향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로그램에 한 선행연구는 크게 거시

수 , 범 수 ,미시 수 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먼 거시 수 의 연구에서는 문화수도 로그램이 유

럽연합의 정치ㆍ경제 통합을 한 수단으로서 등장한 문화정책의

하 로그램이라는 에 입각하여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다음으

로 범 수 의 연구는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결정 구조로서 공동

결정 차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하는데 을 두고 있다.마지막으

로 미시 수 의 연구는 하나 내지 복수의 문화수도를 선정하여

주최국 내의 행 자 간 갈등ㆍ 력 계를 분석하여 그 성과를 평

가하고 정책 시사 을 이끌어 내거나,정책의 변화를 법 규정에

근거하여 연 기 으로 서술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

구의 내용을 보다 구체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ECoC에 한 거시 수 의 연구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로그램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에 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한 상징 실천 방안의 일환

에 불과하다는 것이 Myerscough(1994)의 견해이다.이는 유럽연합

의 문화정책이란 순수하게 문화 술을 지원하기 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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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합을 진하기 해서는 정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고안된 역사 만들기(nation-building)의 일환이라는

Burgess(1997)의 입장과 유사하다.Burgess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모던 시 ,그리고 세계화 시 에 놓인 유럽이 ‘주권-민족-

토’의 경계 일치로 특징지어지는 근 민족국가가 추진했던 것과 비

슷한 방식으로 문화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유럽 고유의 정체성이 실

재하거나 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다소 허구 인 제에 근거한

것이라는 을 지 하고 있다.따라서 문화수도 로그램을 통해 ‘장

소에 한 기억’을 찾음으로써 유럽인들이 정체성을 공유하게 될 것

이라는 아이디어는 세계화 시 에서 문화 교류의 결과 시민들의 공

감 가 넓어지는 경향을 정책의 효과와 혼동한 결과라는 을 지

한다.

국내의 연구 에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진행된 표 인 연

구가 윤성원 등(2008)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이들에 의하면 유

럽문화수도 로그램은 유럽 연합의 정치ㆍ경제 통합을 심화시키

기 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한다.문화수도 로그램은 기존의 회원국이 통합을 확 해가는

과정에서 동부 유럽 국가들이 처한 체제 환과 유럽연합 가입의

과도기 인 상황을 고려하며 진행되어왔는바 이러한 에서 동

로그램은 공동체의 상징화 작업에 필요한 정치 도구로서의 성

격과 단일 시장 형성을 가속화하고 기존 회원국의 산업 발

등을 한 경제 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문화수도 로그램이라는 하나의 하 정책을 국가 내지 유럽

연합이라는 상 수 에서 유럽 통합차원에서 이해함으로써 체

인 정책 조합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은 거시 수 의 연구

를 통해서 보다 하게 악할 수 있다.그러나 이는 유럽 연합이

국가 기구와 국가들의 연합이라는 이 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목표 설정이나 결정ㆍ집행과정 상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

에 따라 문화수도 로그램이 변화한다는 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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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CoC에 한 범 수 의 연구

와 같은 거시 차원의 연구가 보이는 한계는 문화수도 로그

램에 한 범 차원의 제도 분석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먼

Myerscough(1994)는 정책 기 문화수도 로그램에 한 정책 결정

은 각 국 정상의 정치 타 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비민주 이며,

정책 집행은 개최 도시들의 재량 하에 ‘유럽 가치’보다는 도시의

홍보에 치 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자원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집행 원회는 이에 여할 유인 없이 방 자에 머무르고 있는

바 범 유럽 정체성을 제고한다는 목 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고 한다.이에 하여 Monkre(2007)는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평가 기 을 마련해가고 있는바 유럽문

화수도 로그램이 가장 표 인 경우라고 소개한다.

한편 Dewey(2008)는 유럽연합의 문화 정책이 다층 거버 스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시스템이 ‘정책 어젠다 설정-정책

형성-정책 결정-정책 집행’단계에서 어떻게 반 되고 있는지를 유

럽의회,집행 원회,이사회 이들 기구 산하의 상임 원회,총국

과 에이 시 그리고 상주 표부 정책 옹호집단 등의 계를 통

해 설명하고 있다.특히 문화수도 로그램의 경우 ‘상징성’을 가진다

는 에서 독립행정기 (ExecutiveAgencyofCulture,Education

andAudiovisual,EACEA)에 일임하지 않고 집행 원회 직속의 문

화 총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을 강조하는바 유럽 연합의 조직과

정책 과정은 정치와 행정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정치ㆍ행정 일원론에

입각하여 구조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수도 로그램의 제도 변화와 결정시스템을 분석하는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루어졌는바 임문 (2006)과 곽동 ㆍ정해조(2007)는

각료 이사회의 결의문을 분석하면서 유럽 의회와 집행 원회,이사

회 등의 권한에 을 두어 분석하고 있다.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문화수도 로그램을 보다 구체 이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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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악고자 하 다는 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정 인 차원에서

거버 스 구조를 소개하거나 제도의 변화를 기술하는데 그침으로써

본격 인 범 수 의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한 측면

이 있다고 보여 진다.

3)ECoC에 한 미시 수 의 연구

미시 차원의 연구는 주최국 내의 행사 비와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 자간 갈등 계를 심으로 이루어졌다.가장 표 인

경우가 Myerscough(1997)의 연구와 Palmer/RaeAssociates(2004)의

보고서이다.Myerscough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의 문화도시들을

상으로 개최 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면서 이에 따라 회원국과

소속 도시의 경제 이익이 발생하 다고 할 수 있으나 정치 차

원에서 실제 유럽의 정체성이 강화되었는지에 해서는 의문을 제

기한다.이에 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면서 Palmer/RaeAssociates

는 문화수도 로그램의 정책 목표,운 조직과 리,개최도시에서

의 행사 내용,문화 인 라,유럽 차원의 가치 반 여부,기 형성

과 재정 조달,다른 도시 지역 내의 의사소통 교류,장기 인

향과 제도화 여부 등의 기 을 통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문화수도들을 분석한 결과 반 으로 이 로그램은 경제 효과

를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 외래객 방문과 미디어를 통해 유럽 시

민이 상호 인식하고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이는 Myerscough의 주장보다는 보다 정 인 평가라 할

수 있으나 Palmer/RaeAssociates는 차의 투명성 외에 개최국의

정부나 정치인으로부터 지역 내지 지방 도시 술가가 독립 으

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이 제고되어야한다는 ,체계화된 사후평

가를 통해 ‘유럽 차원’이 행사에 반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

최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제언한다.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Geppert& Reuter(200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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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07년의 문화수도를 분석하면서 ‘유럽 차원’을 도시

의 행사에 실질 으로 반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의 연구가 주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향후 개선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국내의 연구는 이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 력

내지 지역 발 을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하는 데 을 두고

있다.먼 사순옥(2005),이은해(2007)그리고 김정호(2010)등은 독

일의 바이마르,스페인의 살라망카, 국의 리버풀을 사례로 하여

문화수도개최가 지역의 경제발 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에

주목하여 한국의 경우에도 지역문화도시가 성공하기 해서는 이들

도시가 행했던 문화 인 라 구축,문화 도시 랜드 구축에 의한 지

속 인 산업 진의 노력이 필요하며,지역 정부의 산과 독립

성 집행 체계의 지속성 한 제되어야 한다고 한다.다음으로

윤성원 등(2008)은 유럽연합의 통합 심화를 한 정치ㆍ경제 수단

이라는 문화정책의 태생 특성에 주목하면서 2007년의 문화수도

던 룩셈부르크와 시비우,2008년의 문화수도 던 리버풀과 스타밴져

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 력에 한 시사 을 이끌어

내고 있다.개최도시나 소속국의 경제 이해 계를 고려하면서도

보다 지속 인 지역 발 과 력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문화의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로

그램 운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는 특정 연도의 문화수

도라는 구체 인 사례를 통해 실제 집행 과정상의 갈등에 을

두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러나 이는 정책 과정의 변화와 행

자들의 상호 계를 연계한 연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미시 연구라 하더라도 와 같은 선행연구는 유럽연합이라는 기

구의 주요 행 자인 회원국과 집행 원회 등이 일정한 계 하에

정책 결정에 여하고,이와 더불어 일정한 제도 특수성 하에서

정책의 집행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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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결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로그램에 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왔다.그러나 거시 수 의 연구는 분석

수 의 한계로 인해 실제 정책 변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해서는 한 원인 변수를 제시해주지 못한다.다음으

로 범 수 의 선행 연구는 정 인 에서 재의 정책 구조

를 소개하거나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에 해 서술하는 데 그친다는 에서 본격

인 분석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마지막으로 미시 수 의 연구

는 다양한 성과 분석 기 을 통해 문화수도들을 평가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이에 따라 개별 도시의 사례를 통

해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결정 구조 변동과 이에 따른 집행의 특징

을 설명하려는 경우 개체 오류(individualisticfallacy)가 발생한다

는 한계가 있다.

지 까지의 선행 연구를 종합 으로 검토해본 결과 거시 수

과 미시 수 의 연구는 분석 단 의 문제로 인해 유럽문화수도

로그램의 정책 변동을 래하는 원인 변수를 도출하기에 타당하지

않다. 한 범 수 의 선행 연구는 제도 변화의 역동성을 설명

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문화수도 로그램에 하

여 보다 종합 인 정책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다음

에서 본 연구를 한 분석방법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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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형태
분석

수
결정 변수 모델

역사 만들기

(historymaking)

국가

시스템
정치ㆍ경제 환경 변화

거시 이론

ㆍ원칙

(신기능주의,

정부간회의)
정책 설정,

정책 형성

(policysetting,

polishshaping)

정책과

시스템
제도의 변화,자원 의존

범 이론

(신제도주의)

제 3 ECoC변동의 분석을 한 틀

1.유럽연합의 정책 연구 방법론

유럽연합의 정책은 공동결정 차를 심으로 한 다층 거버

스 체제 하에서 나오는 행 자 간 정치 타 의 결과물이다.연합

차원에서의 정책 변동을 악하기 해서는 미ㆍ거시 수 보다는

범 수 의 분석이 요구된다.본 연구에서는 문화수도 로그램의

정책 특성 변화를 분석하려하는바 유럽연합 정책 구조의 특수성

을 반 한 범 수 의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이와 련하여

Peterson(1995)은 유럽연합의 다층 거버 스 체제 하에서는 정책

의 결정 형태에 따라 분석 이론을 다르게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다.그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정책 결정 형태는 역사 만들기(history

making),정책 설정(policysetting)혹은 정책 형성(policyshaping)

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설명력을 가지는 이론이나 원칙이 달라진다

(양오석,2002:502).

<표 1.Peterson의 정책 연구 근법>

출처:양오석(2002:503)을 재수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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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역사 만들기 결정 역에서는 유럽연합의 통합 방식과 지향

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거버 스의 기본 인 운 방식이

결정 는 수정된다.Peterson(1995)에 의하면 이는 정책의 상 목

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연합과 회원국 내외의 정치ㆍ환경 변

화가 주요한 결정변수로 작용하는 바 신자유주의ㆍ신 실주의ㆍ구

성주의와 같은 국제 계이론에 의한 설명이 실성을 가진다.따라

서 그는 신자유주의의의 생이론인 신기능주의론이나 정부간회의

와 같은 거시 이론과 원칙이 이 역의 정책연구에 합하다고

보았다.이에 따르면 문화수도 로그램과 그 역사 배경으로서 유

럽 통합 양상을 연계하여 악할 수 있다.즉 ‘다양성 하의 통일

성’12)와 같은 정책의 상 목표와 정책의 기본 틀을 통합의 유인과

수 에 한 개별 회원국의 입장과 이에 따른 상 법 체계의 변화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거시 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 형성이나 정책 설정은 개별 인 정책 역에서

정책 수단이 채택되거나 하 정책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계라 할

수 있다.구체 인 제도나 행정원칙은 행 자인 유럽 연합의 기구와

회원국의 권한 배분에 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행 자의 선호

와 정책 산물 간의 계를 결정짓는 매개변수로 작용한다.그리고

이에 따라 그 제도나 원칙이 기와 다르게 변형되기도 하는바

Peterson(1995)은 정책 형성과 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양상

을 설명하는 데는 사회 제도주의,다층 거버 스 이론 등 범

차원의 근이 합하다고 한다.이에 따르면 문화수도 로그램

12)유럽 연합 문화정책의 법 근거인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 128조에서는

“유럽연합은 회원국 각국의 문화 다양성을 존 하면서 이와 아울러

공동의 문화 유산을 진작시킴으로써 회원국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번

하도록 이바지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후한 문화 정책

련 모든 법 규정 내지 보고서에서 이러한 언 이 들어가 있다.그래서

유럽 연합의 모토를 ‘다양성 하의 통일성’이라고 한다(Shor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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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동을 분석하려는 경우 신제도주의에 의한 근이 실성을 가

지게 된다.

본 연구의 경우,구체 인 분석 상은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로

그램이지만 이는 연합차원의 ‘상징정책’으로서 집행 원회 등이나

개별 회원국이 지향하는 유럽통합의 방향과 분리될 수 없다는 에

서 거시 차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편 유럽연합 기구 내의 집

행 원회 등과 회원국 내지 이를 표하는 각료 이사회 간의 상호

의존성과 선호가 정책 집행의 특징을 달라지게 하는바 국내가 아닌

연합 수 에서 행 자간의 갈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거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미시 상호작용에 따

른 정책 갈등은 다층 거버 스 하의 공동결정 차에 한 권한

배분 양상에 의해 달라진다.이러한 으로 미루어볼 때 문화수도

로그램 변화의 역동성은 범 수 의 통합 근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고 단된다.다음에서는 연구의 구체 인 분석틀로서

Matland(1995)의 목표 모호성-갈등 모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2.정책 변동의 양상에 한 분석틀:목표-갈등 모형

1)정책 변동의 양상과 정책 집행론

문화수도 로그램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근 의미의 정체를

만드느냐 혹은 ‘지역의 유럽’과 같이 지역 수 에서의 다양한 정체

성이 공존하는 탈국가화를 추구하느냐의 경계에 서 있다.즉 주권

국가의 지리 경계를 기 으로 하는 각 국의 도시라는 에서 동

로그램은 ‘탈 토성(super-territoriality)’과 ‘토성’의 간지 에

자리한다.이 때 회원국 내지 지역의 이해 계가 유럽연합의 료기

구인 집행 원회 등의 가치 과 괴리되는 경우,정책 결정 집행

결과가 기의 기 에서 이탈할 수 있다.이러한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개별 주최국 내에서의 성과나 국내의 행 자간 갈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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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기에 앞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결정구조를 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수도 로그램은 유럽연합의 특수한 정책 결정 차인 공동

결정 차에 따른다.이 차에 의하면 연합 차원에서 정책 운 에

한 구체 인 규범은 회원 국가 소속의 각 부 장 으로 이루어진

각료 이사회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에 의해 범 유럽 가치를 지향

하는 집행 원회가 제안한 사항을 다시 각료 이사회가 유럽의회

와 지역 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복잡한

차를 거치면서 변화한다.이 과정에서 보편과 특수라는 두 가지 가

치의 우선순 를 정하는 데 있어 집행 원회 등과 회원국이 역내

력 수의무와 국가의 주권을 두고 갈등하게 된다.문화수도 로

그램의 경우에는 구체 인 집행 과정에서 범 유럽 가치 제고를

해 ‘수도’라는 상징 권 를 부여하고 일정한 액을 지원하는 집

행 원회와,지역 특수성을 통해 정치 홍보와 산업 자극하

고 주민을 한 문화 인 라 확충 계기를 마련하려는 회원국 내지

지역 정부의 유인 불일치가 ‘주인- 리인 문제’를 야기하는바 로

그램의 규칙과 내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13)

이러한 특징은 정책 결정과 집행은 분리된 것이며 후자를 쉽고

자동 인 과정으로 보아 집행의 요성을 간과하고 결정에만 심

을 둔다면 정책 연구의 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Pressman&

Wildavsky(1979)의 지 이 일국의 정책뿐 아니라 유럽 연합과 같은

국제 행정 시스템의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이에 따라 구체 분석틀을 설정하는 경우,정책

13)유럽연합은 비록 ‘시민의 유럽(Citizen’sEurope)’을 표방하면서 1974년

이래로 직선제 방식으로 유럽 회를 선출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공동체

법의 개정을 거쳐 그 권한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

서 의회의 역할은 각료 이사회처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요한 정

책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거나 집행 원회처럼 실질 인 정책 제안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며,문화수도 로그램을 비롯한 부분의 정

책 집행은 집행 원회가 아니라 회원국 내지 국가 내의 지방 정부에 의

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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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은 비정치 이고 자동 인 과정이며 형식 이고 기술 으로 이

루어진다는 고 인 정책이론보다는 정책 집행 과정의 복잡성과

역동성에 을 두는 정책 집행론의 분석틀이 보다 실성을 가진

다고 보여지는 바 이를 참고하고자 한다.

Pressman& Wildavsky에 의하면 정책 집행이란,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한 활동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

러한 정책 집행에 한 연구는 크게 하향식 근법과 상향식 근

법에 따라 이루어진 바 있다.Sabatier& Mazmanian등에 의한 하

향식 근법은 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를 통해 시민에게 정치

책임을 지는 선출직 공무원이 합법 정책결정자이며,이들에 의

한 공공정책은 기술 문성과 합리성을 제로 하여 계층제 형태

로 설계된 앙집권 행정부에 의해 집행된다고 보았다.(Van

Meter& VanHorn,1975;Sabatier& Mazmanian,1980;O’Toole

& Montjoy,1984).이에 따르면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

엇보다 정책 목표의 일 성이다.즉 하향식 근법은 논의의 출발

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최종원,1988:46-47).따라서 이

근법은 고 인 합리모형과 유사하며 단일 국가도 아닌 유럽연

합의 정책 분석에 이를 차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단된다.유

럽연합에서 정책 목표는 통합의 심화 문제와 연계되는 바 이를 두

고 집행 원회와 각료 이사회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문화수도 로그램의 경우 국가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

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14)

한편 Elmore(1990)의 상향식 근법에 의하면 정책은 역동 이

고 분권화된 과정의 결과이며 정책집행은 하나의 상호 응과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책의 목표는 집행과정에서 해석을 거쳐 구체화되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성을 가진 집행자가 실질 인 재량

권을 가지게 된다.이에 더하여 Lindblom(1980)은 상황의 변화에 따

14)범 유럽 정체성에 한 논란은 이를 부정하는 ‘Brugesgroup’과 옹

호하는 ‘WeAreMore’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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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정이 일어날 수 있는바 정책의 형성과 집

행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하 다.이처럼 상향식 근법에서는 분명

하고 일 된 정책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책목표 신 ‘집행문

제(implementationproblem)’해결에 분석의 을 두는바 정책결

정과 집행을 구획화하지 않고 정책과정의 순환성과 역동성을 강조

한다(정정길 외,2004).그러나 문화수도 로그램의 경우 개최도시의

장 집행자가 유럽 차원의 공동 규칙을 수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

을 정도의 향력을 미칠 수 없다.

이처럼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양분된 정책 집행연구방법은 일정

한 한계를 노정한다.하향 근은 정책 목표가 명확하고 갈등 수

이 낮은 경우에 설명력을 가지므로 정책 목표가 모호한 경우를

실성 있게 설명할 수 없다.이 근은 갈등을 정책과정의 내재

인 변수로 보는바 정책 결정자가 이를 인지하여 최소화할 수 있다

고 제하며,목표의 모호성은 집행과정에 부정 인 향을 주기 때

문에 결정자가 사 에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제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향 근은 갈등이 외재 으로 주어지는바 참여자들이

이를 효과 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가정하며 목표의 모호성은 갈

등의 수 을 낮추기 한 정치 타 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목

표가 모호하고 갈등 수 이 높은 경우를 잘 설명한다.그러나 상향

근은 정책 유형과 정책 결정 집행 시스템의 특수성까지 구

체 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노정한다.유럽연합의 정책 유

형은 분야에 따라 공동농업정책,공동통상정책,문화정책,지역정책,

결속정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 집행이 용이

한 정책이 있는가하면 많은 갈등을 내포하는 정책이 있는 등 정책

과정에서 갈등과 논란의 수 이 달라진다.

를 들어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 내지 단일 시장화는 역외

무역 상력 강화 역내 시장 확 를 통한 교역의 이익을 극 화

하고자 한다는 에서 회원국의 선호가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

문에 비교 조 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지만,문화정책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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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기 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주권과 정체성 역사 특수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는바 경제 분야에 비해 통합의 속도가 느려서 ‘유럽 연합은 이

속도로 간다.’는 지 이 가능한 분야이다.15)

한편 문화정책의 하 정책으로서 문화수도 로그램은 그 정책

이 공동결정 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은 개최국 내에서 주로 이루

어지지만 리스본 조약 제167조에 근거한 집행 원회의 역할 한

범 하다.16)집행 원회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주된 정책 내용을

제안하며 이들이 연합차원에서 개최도시에 지원 을 조달하고 있으

며,유럽의회와 지역 원회 필수 자문 차 문가 선정 패

이 개입하기 때문에 연합 차원에서도 집행 과정의 복잡성이 심화된

다.따라 정책 시스템의 구조와 정책 분야의 특성을 동시에 반 하

는 통합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통합 근으로서 목표-갈등 매트릭스 모형

정책집행에 한 기존의 연구는 하향식 근과 하향식 근으로

나 수 있는바 주로 집행에 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에

을 두었다.그러나 Matland는 정책 구조의 상황(contingency)에

따라 집행 과정의 특성이 달라진다고 보아 양 근 방식의 통합을

시도한 바 있다.그는 이들 근 방식이 정책집행 양상과 그 변화를

설명하는데 각각 비교우 를 가지지만 특히 상황 인 조건이 요

하다고 보아 이를 정책 목표와 갈등 차원으로 나 어 유형화하 다.

15)일반 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베네룩스 3국과 랑코-게르만 축( 랑스

-독일)과 이에 해 회의 인 반응을 보이는 국,덴마크 등의 선호가

립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 외에도 정책 이슈,정당별로 각 국이 서로

다른 비 일 인 선호를 보인다. 

16)문화정책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128조로 규정되었으나 이후 암스테르

담 조약에서 제151조로 수정되었고 최근 리스본 조약 하에서는 제167조

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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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목표 모호성-갈등 매트릭스 (Ambiguity-ConflictMatrix)>

갈등 높음 갈등 낮음

모호성

높음

상징 집행

(Symbolic

Implementation)

실험 집행

(Experimental

Implementation)

모호성

낮음

정치 집행

(Political

Implementation)

리 집행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출처:정정길 외(2004:691)

이를 해 Matland는 정책 목표와 수단이 내포한 모호성

(ambiguity)과 갈등(conflict)의 수 에 따라 의 <표 2>과 같이 집

행 상황을 ‘리 집행,정치 집행,실험 집행,상징 집행’으

로 분류한다.이러한 유형화는 실의 정책 목표와 수단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으며 목표의 설정과 수단에 의한 집행은 순차 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계속 변

화하면서 향을 주고받는다는 생각에 기 한다. 다음에서는

Matland의 목표 모호성-갈등 수 모형에 따른 정책 집행의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3)목표-갈등 매트릭스 모형의 내용

(1) 리 집행(AdministrativeImplementation)

먼 ,목표가 정해져 있고 문제 해결을 한 기술 수단이 알려

져있어 정책의 모호성과 갈등의 수 이 모두 낮은 상황에서

Simon(1983)의 로그램화 된 결정(programmeddecision)이 이루어

는 바 Matland는 이를 ‘리 집행’의 특징이라고 하 다.이 때의

정책 결정은 계층제에 기반 하여 앙 집권 인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데 목표의 모호성이 낮기 때문에 집행 담당자들이 표 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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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를 개발하여 업무를 구조화하게 된다.한편 갈등의 수 이 낮

기 때문에 강압 이거나 보상 인 수단보다는 규범 인 수단을 통

해 상 집단의 순응을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정책 집행은 기술 인 요인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

진다.즉 자원과 시간의 충분성,의사 달 과정의 왜곡 여부,통제

와 감시 수단의 효율성 등이 정책의 성과와 변동에 향을 미치며

특히 필요한 자원이나 시간의 확보 여부와 보유 정도가 주요한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2)실험 집행(ExperimentalImplementation)

한편 정책 목표와 수단에 해 참여자들의 선호가 모호하거나

정책을 실 하기 한 기술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실험 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데,이는 March & Olsen(1989)의 쓰 기통 모형

(GarbageCanModel)이 제한 정책 결정의 상황과 유사하다.집행

장에 실제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이 구인지 혹은 집행 과정에

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집행과정이 구체

화되며 이처럼 갈등의 수 은 낮으나 모호성이 높은 경우는 집행

료와 상 집단이 정책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정책의 결과는 집행 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

다 할 수 있다.이 에서는 특히 집행 료의 선호와 이들의 능력

자원의 확보 여부가 정책 성과와 변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3)정치 집행(PoliticalImplementation)

다음으로 행 자들이 분명한 정책 목표나 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가치 과 이해 계가 달라서 갈등의 수 이 높은 경우에는

정치 집행이 이루어진다.특히 참여자들이 상 으로 강한 독립

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 의 정책 목표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책이 집행 될 수 있다,이러한 경우 갈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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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sidepayment),담합(log-rolling),날치기 통과(oversight)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해결된다.

이러한 경우 정책 집행은 립 인 이해 계를 가진 집행 조직

외부 행 자들의 향에 휩쓸릴 수 있으며, 상 집단의 순응을 확

보하기 해서는 강제 수단에 의해 자원이나 지지를 확보하거나

보상 수단에 의해 상과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결

과가 달라진다.따라서 집행 료와 상 집단, 상 집단 간의 권

력 계는 정책의 결과와 변동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상징 집행(SymbolicImplementation)

마지막으로 목표와 수단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해 계자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공고히 하거

나 계속 추진되어온 정책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요한 가치와 원칙

을 강조하기 해 상징 집행이 이루어진다.이 때에는 정책 목표

가 애매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이 하나의 ‘해석(interpretation)’과정으

로 이해될 수 있다.즉 정책의 목표나 수단에 한 상이한 해석들이

경쟁하고,비슷한 해석을 가진 참여자들 간에는 연합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이 발생하는 장의 사회ㆍ경제ㆍ문화

맥락이 연합체들의 권력에 향을 미치며 자원을 가진 행 자들이

형성한 연합체 간 권력 계는 정책의 성과를 달라지게 한다.즉

장의 다양한 특성과 상층부의 권력 계와 상호작용의 양상 모두가

정책의 결과와 변동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4)분석틀로서 목표-갈등 매트릭스 모형

Matland의 목표-갈등 매트릭스 모형에 의하면 정책 목표의 모호

성과 갈등의 수 에 따라 정책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정책 집행 양상은 리 집행,실험 집행,정치 집행,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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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으로 나타난다.그리고 이러한 집행의 성공은 첫째 리 집행

의 경우 집행자가 인 ㆍ물 ㆍ시간 자원 확보 여부,둘째 실험

집행의 경우 인 ㆍ물 ㆍ시간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더

하여 집행자의 선호,셋째 정치 집행의 경우 집행자가 상 집단

과의 권력 계에서 합의 내지 상을 이끌어내는 조정 권한을 가

지고 있는지 여부,넷째 상징 집행의 경우 행 자들이 형성한 연

합체간의 권력 계와 정책 목표 해석에 한 이들의 경쟁 양상이라

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한편 이러한 상황은 정책 시스템의 구조

에 따라 달라지는바 결국 정책 목표와 갈등은 정책 시스템의 구조

와 상황과 결합하여 정책 집행의 양상을 규정하고,변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할 수 있다(정정길,2004:692-694).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Matland의 모형이 유럽 문화수도 로그램의 변동과 집행 양상

을 실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단하여 분석틀로 설정하고자

한다.

제 4 연구 설계

1.연구 가설

유럽의 통합이 확 되고 심화됨에 따라 문화수도 로그램은 처

음에는 정상회담에 의한 결의(resolution)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마스

트리히트 조약 제128조에 근거하여 집행 원회,각료 이사회 그리고

유럽의회 지역 원회가 참여하는 결정(decision)에 따르게 되었

다.그리고 정책 도입 이후,이 로그램은 국 권한을 가진 집

행 원회와 유럽 시민이 직 선거에 의해 선출한 유럽의회의 정책

결정,이행 확보,평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

다.17)본 연구에서는 문화수도 로그램 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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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1
ECoC 로그램의 목표 모호성이 높고

갈등 수 이 높으면 상징 집행이 일어난다.

연구 가설 2
ECoC 로그램의 목표 모호성이 높고

갈등 수 이 낮으면 실험 집행이 일어난다.

연구 가설 3
ECoC 로그램의 목표 모호성이 낮고

갈등 수 이 높으면 정치 집행이 일어난다.

연구 가설 4
ECoC 로그램의 목표 모호성이 낮고

갈등 수 이 낮으면 리 집행이 일어난다.

갈등 수 높음 갈등 수 낮음

목표 모호성 높음
연구가설 1.

상징 집행

연구가설 2.

실험 집행

목표 모호성 낮음
연구가설 3.

정치 집행

연구가설 4.

리 집행

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의 수 에 따라 달라진다는 Matland의

목표-갈등 모형의 가설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

은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표 3.목표 모호성-갈등 모형과 연구 가설 >

<표 4.연구 가설 >

1985년에서 재에 이르는 동안 유럽문화수도 로그램은 공식

참여자가 각 국의 장 회의에서 유럽 연합의 각료 이사회와 집행

원회,유럽의회로 바 었고,이후에는 도시 선정 과정에서 지역 원

회 문가 패 의 참여가 제도화되었으며,개최국 내에서 지정

후보 도시 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국가의 독 인 지

명 권한을 좁혔으며,선정된 도시가 ‘유럽 차원의 가치’를 반드시 행

17)이러한 경향은 문화정책이 유럽연합의 공식 인 정책 역으로 등장하

기 부터 시행된 문화수도 로그램의 변화상에서 더욱 뚜렷하게 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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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반 하도록 이를 지원 의 요건으로 정하는 등의 변화를 거쳤

다.이는 Matland의 모형에 의하면 문화수도 로그램이 ‘실험 집

행’에서 ‘상징 집행’을 거쳐 ‘리 집행’에 근하는 양상을 보인

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잠정 인 결론이다.즉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

고 갈등의 수 을 낮추어 리 집행 단계로 이행하려는 집행 원

회와 공동체와 자국의 이해 계가 타 할 수 있는 지 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 화하려는 회원국의 모호한 입장이 공동결정 차 하에서

문화수도 로그램에 한 공동의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본 것

이다.이하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가설 내지 잠정 결론을 검증하기

한 몇 가지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2.개념 정의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는 정책 목표 모호성과 갈등

수 의 높낮이에 한 개념을 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립된 개념이 여 히 추상 이라

면,실제에서 경험 으로 찰 가능한 개념을 통해 조작 정의를

내림으로써 리 변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먼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 수 에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그 수

(1)목표 모호성의 정의

정책 목표란,‘정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

한다(정정길,2004:34).이러한 정책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참여

자들이 모순ㆍ충돌하는 가치를 지향하며 이로 인한 가치 갈등을

재할만한 상 의 권 체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가치를 동시

에 목표로 상정함으로써 갈등을 일시 으로 회피할 수 있는데,정책

목표의 모호성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존재하게 된다.따라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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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모호성이란 다의 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추상 인 가치 혹은

이러한 가치가 둘 이상 존재하면서 서로 모순ㆍ충돌하는 계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정정길 외,

2004).따라서 문화수도 로그램의 경우처럼 별다른 우선순 를 두

지 않고서 추상 인 가치인 다양성과 통일성 내지 공동의 정체성과

같은 동일한 차원의 가치를 동시에 강조하는 경우 모호성이 있다고

단된다.18)정책의 목표가 모호하다면,행 자들이 다양성 하의 통

일성/공동의 정체성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해석하는 가 혹은 무엇에

우선순 를 두는가에 따라 정책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2)목표 모호성의 수

한편 모호성의 수 을 단할 때는 과연 어떠한 기 에 의해 모

호성이 높거나 낮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단의 자의성이 문제된

다.따라서 모호성의 수 은 첫째 정책 목표를 구체 으로 정의하려

는 움직임의 유무와,둘째 유럽 연합 차원에서 로그램 평가 기

존재 유무를 리 변수로 하여 악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문

화수도 로그램 상의 목표가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가

유럽 차원에서의 동 로그램 집행 양상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18)하나의 정책 목표에 둘 이상의 충돌하는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시간

우선 순 를 부여하거나 하나의 가치가 다른 하나의 가치를 달성하기

한 필요조건이 된다는 식의 해결이 가능하다.유럽 연합의 문화정책은

특히 후자의 차원에서 ‘다양성’이 ‘공동의 정체성’을 한 요건이라는

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나,이 한 기 정책 목표 모호성 하에서 집

행 원회나 연방주의 입장에 맞는 목표 해석 략에 해당하며 정책

집행 양상의 특징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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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갈등의 수

(1)갈등의 정의

정책 갈등이란,하나의 정책을 운 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가치

내지 이해 계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이는 극 인 립이

가시 으로 부각되는 것 외에 ‘주인- 리인 문제’와 같이 표면화되

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특히 정책의 목표가 모호하고 행 자 간

의 권한이 불분명하게 배분된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유럽연합은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국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기구이다.연합의 산은 회원국이 부담하며 공동결정 차에 의한

정책은 이사회19)가 제시한 정책 방향 하에서 집행 원회가 제안한

사항을 회원국 소속 고 료로 이루어진 각료 이사회와 유럽 시

민이 직 선출한 유럽 의회가 상의하여 결정한다.이러한 과정에서

집행 원회와 회원국 간의 ‘주인- 리인 문제’가 이 으로 발생한다.

유럽연합의 산분담 을 심으로 하면 회원국과 집행 원회가 주

인- 리인 계에 있지만,공동결정에 의한 정책을 국내에서 집행할

때는 집행 원회와 회원국(내지 지방 정부나 지역 도시)이 주인-

리인 계에 놓이게 된다.유럽문화수도 로그램에서는 유럽의 통합

을 심화하려는 집행 원회,유럽의회 등과 자국 도시의 특수성을 강

조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발 과 문화 인 라 구축을 한 기회

의 창을 마련하려는 개최국 차원에서 주인- 리인 계가 성립한다.

19)이사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다.하나는 유럽 각 국의 통령이나 수

상,총리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유럽 이사회,다른 하나는 유

럽 연합의 소속 기구로서 각 회원국의 각 부 고 료로 이루어진 각

료 이사회가 있다.



- 30 -

리변수 설명

목표 모호성

수

-가치 용 시 우선 순 의 존재 유무

-상 정책 제도 차원에서

정책 목표 구체화 움직임 유무

갈등 수
-참여자의 정책 과정상 권한 변화 여부

-정책 수단이 변화하 는지 여부

(2)갈등의 수

갈등의 수 을 말할 때에는 과연 어떠한 기 에 의해 갈등이 높

거나 낮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단의 주 성이 문제된다.특히 주

인- 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인으로서 집행 원회와

리인으로서 개최국간의 충돌이 표면화되지 않기 때문이다.유럽연합

은 각 국 정부의 주권을 포 으로 양도 받은 연방이 아니다.이러

한 가운데 연합 내의 기구로서 각료 이사회,유럽의회 집행 원

회 등이 서로 다른 권한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특히 정책의 목표가

모호한 경우 이들 간의 갈등을 상 수 에서 조정할 수 있는 상

의 권 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타 에 의해 상호 간 권

한 배분의 변화를 심으로 정책 변동이 일어난다.따라서 집행 원

회와 회원국 간의 주인- 리인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 이들의 제도

상 권한 변화 혹은 정책수단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을 고려하고자

한다.즉 갈등의 수 이 높고 낮음 여부는 이로 인해 행 자의 권한

이나 정책 수단이 변화하 는지를 통해 단하려 한다.

3)소결

<표 5.변수의 구성>

본 연구의 가설을 구성하는 첫 번째 개념으로서 정책 목표의 모

호성이란 ‘다양성 하의 통일성’과 같이 상충되는 가치가 동시에 하

나의 목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이러한 모호성의 수 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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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순 의 존재 유무,도덕

해이의 발생 여부,상 정책 제도 차원에서 정책 목표를 구체

으로 재정의 하려는 움직임의 유무’를 리 변수로 설정하고자 한

다.한편 두 번째 개념으로서 갈등이란 집행 원회와 개별 회원국

내지 각료 이사회가 겪는 이해 계의 충돌을 말한다.이러한 갈등의

수 에 해서는 참여자의 정책 과정상 권한이 변화하 거나 정책

수단이 변화하 는지 여부를 리 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다음으

로는 목표 모호성과 갈등 수 이라는 원인 변수와 집행 양상이라는

종속 변수의 계를 설명하는 자료 수집에 해 서술하고자 한다.

3.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차용한 담론 분석은 정치 연설문이나 신문 인터

넷 기사 공식ㆍ비공식 문서와 발화물을 주된 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수도 로그램의 공식 인 정책 결정 체

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각료

이사회와 집행 원회가 발표하는 공식 문서를 주된 자료로 할 것이

다.이는 연합 차원에서의 문화수도 로그램 변동에 한 연구 뿐

아니라 공식 문서 주의 분석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공식 문서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한편 통합 담론을

주도하거나 이에 반 하는 이론가나 정치인 등의 발언 한 필요한

경우 부가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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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입기

(1985-1992)

제1차 정책 변동기

(1993-2004)

제2차 정책 변동기

(2005-)

1차

법원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128조

-암스테르담

조약 제151조

-리스본 조약

제167조

2차

법원

-결정문 제1419호

(DecisionNo.

1419/1999/EC)

-결정문 제649호

(DecisionNo.

649/2005/EC)

-결정문 제1622호

(DecisionNo.

1622/2006/EC)

집행

원

회

보고

서

,어젠

다

-한 민족의 유럽

(APeople’s

Europe:Adonnino

Report,1985)

-유럽 공동체의 문

화를 한 새로운

자극

(AFreshBoost

forCultureinthe

European

Community,1987)

-공동체 행동을

한 새로운 망

(New Prospects

forCommunity

Action,1992)

-유럽 문화어젠다

(European

Agendafor

Culture,2007)

-1985-2010유럽

문화수도 성공으로

의 길 (European

Capitalsof

Culture:theroad

tosuccessfrom

1985to2010,

2010)

기타

-슈투트가르트

정상회담 선언문

(Solemn

Declarationon

EuropeanUnion

,1983)

-각료 회의 결의문

(TheMinisters

Responsiblefor

CulturalAffairs

Resolution,

OJC153,22.6.1985)

<표 6.분석에 활용한 주요 문서>



- 33 -

<표 6>과 같이 본 연구에서 토 로 하고자 하는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이다.하나는 유럽연합 차원의 조약으로 이른바 제1차 법원

(CommunityPrimaryLaw)이다.이는 가장 상 에 해당하는 법으

로 ‘직 효력의 원칙’에 의해 법체계상 회원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용된다.이하에서는 1차 법원으로서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20),

암스테르담 조약(1997),니스 조약(2001),리스본 조약(2007)을 참고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참고할 것은 유럽연합의 제2차 법원

(CommunitySecondaryLaw)으로 구체 인 정책 시행에 필요한 규

칙(regulations), 결정(decisions), 지침(directives), 권고

(recommendations) 의견(opinions)이다.규칙은 모든 회원국에서

국내법상의 별도 조치 없이 그 로 용된다.21)결정은 유럽연합 조

약 이후 문화정책 역에 도입된 공동결정 차에 따라 집행 원회

의 제안과 이에 한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의 동의 내지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규칙이나 결정을 실제 행정 장에서 이행하기 해

집행 원회가 발하는 지침과 마찬가지로 법 효력을 가진다.22)그

20)정식 명칭은 유럽연합 조약(TreatyonEuropeanUnion,TEU)이지만

동 조약을 추진했던 유럽이사회가 1991년 12월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

트에서 다시 발족한 것을 기념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한다.이

조약은 독일의 통일(1989년)을 후하여 각 국의 정상회의를 통해 추진

되었으며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공동체(EC)가입의 12

개국(벨기에,덴마크,독일,그리스,스페인, 랑스,아일랜드,룩셈부르

크,이탈리아,네덜란드,포르투갈, 국)의 정상들의 조인을 거친 후

1993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다.동 조약은 기존의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EC)의 ‘통합의 수 ’를 높이기 해 역내 시장통합 후 정치

연합,경제ㆍ통화연합(EMU)의 완성을 목표로 하면서 ‘주권의 공유’를

통해 각 국이 정책에 조하고 구성국 국민에게 연합시민권을 부여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1)제1차 법원의 직 효과는 용된 상에 권리ㆍ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다.그러나 제2차 법원이 직 용된다고 해서 직 효과가 있다고 하

기는 어려우며 구체 인 사항은 EU사법재 소의 단에 따른다.

22)연합 내의 정책에 한 최종 승인권을 가지는 각료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비공개로 되어있다.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유럽(an ever

closer-Europe)’을 만들기 해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으

나 각료 이사회의 개회식 정도가 언론에 공개되며 요한 안건 토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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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유럽의회와 지역 원회의 권고와 의견은 회원국과 유럽인의

권리ㆍ의무에 향을 미치지 않는바 법 효력이 없다. 한 본 연

구에서는 유럽 각 국가의 수반 혹은 각료 회의에 의한 선언문과 집

행 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할 것이다.문화수도 로그램에서 의회와

각료 이사회의 공동결정 차는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이

후에 용된 것이며 도입 기의 회원국 선정은 정상회담에서 논의

되었다는 ,이들의 입장은 집행 원회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에서 회담의 선언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3)한편 집행

원회의 보고서는 에서 2차 법원의 이면에 있는 집행 원회의 입

장을 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단되어 참고하고자 한다.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간혹 공개된다 하더라도 요한 결정은 주로 복도

에서 혹은 비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지는바 실질 인 결정은 ‘담배 연기

가 자욱한 방(theroom filled withcigarettesmoke)’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근 상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제

1,2차 법원을 분석의 자료로 하고자 하는바 ‘다양성 하의 통일성’과 같

은 규정의 모호성이나 추상성은 집행 원회와 이사회 유럽 의회의

갈등과 타 의 결과라는 에서 공식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http://www.eknews.net/xe/column_extra5/44922(검색일:2011.10.18)

23)보통 6개월마다 정기 회담을 하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부정기 으

로 임시 회담을 갖는다. 산과 같이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큰 사안의 경

우 사 모임이 더욱 빈번하다.2011년 12월에 독일의 Merkel수상과

랑스의 Sarkozy 통령은 남유럽의 재정 기와 유로존의 재정 안정성

등의 긴 사안으로 인해 매 달 회의를 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여기에

는 집행 원회 원장과 각 사안을 담당하는 집행 원,각 회원국의 외

무장 ,순회 의장국의 공무원 등 제한된 사람들만이 참가하며 유럽의회

의원은 사실상 제외된다.정책 결정과 련하여 흥미로운 은 ‘고백의

시간(confessionals)’이다.이는 회원국끼리 입장 차이가 크다는 ,각

국 수반이 국내 여론을 의식하여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때가 많다

는 을 고려하여 순회의장직을 맡은 총리나 통령,외무장 이 어느

정도까지 상이 가능한지에 해 이들이 비공식 으로 ‘고백’하는 자리

를 만드는 것이다.이 시간은 첨 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회원국끼

리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재 기능을 한다.

http://www.eknews.net/xe/column_extra5/44922(검색일: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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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ECoC의 정책 목표와 갈등구조

제 1 통합에 한 담론과 ECoC의 목표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은 ‘다양성 하의 통일성’(DrorCommittee,

1987)을 추구해왔으며,그 하 정책인 문화수도 로그램의 정책 목

표는 문화의 ‘다양성’을 진하고 동시에 ‘공통 ’과 ‘공동의 정체성’

을 찾아내는 것이다(결정문 제1622호).그러나 연합의 문화 련 공

식 문서에 등장하는 일련의 단어들 즉 ‘통일성’,‘공통 ’혹은 ‘공동

의 정체성’은 다른 단어인 ‘다양성’과 함께 모호하여 다의 해

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부류 개념은 연방주의와 연합주의라는 통합에 한 두

가지 행정 담론 하에서 우선 순 를 달리하게 된다.연방주의 하에

서는 통일성을,연합주의 하에서는 다양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연방주의에 따르더라도 강조될 수 있

으며 통합을 한 략 담론으로서 최소주의 연방주의에 의하

는 경우가 그러하다.이하에서 정책 목표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행

정 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1.정책 목표와 연방주의

1993년 11월 발효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128조에 의해 문화정

책에 공동결정 차가 도입된 이래 문화수도 로그램은 경제 통합

내지 정치 통합을 한 수단으로서 보다 체계 으로 운 되기 시

작했다(최진우,2008).이러한 가운데 ‘조약의 수호자(theGuardian

ofTreaty)’24)임을 자임하는 집행 원회가 문화수도 로그램을 포함

24)유럽공동체법 제211조에 의해 집행 원회는 ‘조약의 수호자’임을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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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정책의 목표로서 통일성,공통 혹은 공동의 정체성을 강조

한다면,과연 유럽만의 고유한 가치가 존재하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유럽이 경험했던 체주의라는 역사에 한 기억과 이로 인한 반감

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Burgess,1997).이러한 가운데 ‘다양성’개

념을 지역 차원의 다양성으로 해석함으로써 지역ㆍ지방 정부와

국 력을 시도하는 것이 집행 원회의 통합 략이라 할 수 있

다(송병 ,2008).이는 특히 최소주의 연방주의의 맥락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 구체 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기능주의와 신 기능주의 그리고 연방주의

(1) 기의 연방주의

Hegel은 ‘역사 개념으로서의 유럽’이란 그리스ㆍ로마의 철학

과 법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독교를 수용하면서부터 형성된 것이

라 한 바 있다(조찬래,1995).이는 유럽의 지역 통합은 공동의 문화

혹은 역사에 기반 한 문화권 통합의 결과라는 기 연방주의의 생

각에 가까운 것이었다.이들의 에서 유럽의 통합은 로마제국이

멸망하고 기독교 세력이 본격 으로 세속 사회에 자리 잡음으로써

두 문화권의 유산이 동시에 혼재된 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 연방주의의 신념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구체화된 것

이다.신성 로마제국 하에서 세 유럽은 종교 차원의 교회와 정

치 차원의 제국이라는 혼재된 성격을 가졌지만,사회 내에 존재하

는 다양한 집단은 신의 의사에 복종한다는 종교 이고 도덕 인 차

원의 규범에 따라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었다.이러한 다

원성 하의 공존의 논리는 근 에 들어 세 유기체 구조를 염두

에 둔 Althusius의 사회이론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우게 되었다.

http://blogeuropa.eu/2006/11/24/who-guards-the-guardian-within-the-e

uropean-union/ (검색일: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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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에 Althusius는 세의 윤리 개념으로서 ‘다양성 하

의 통일성’을 통해 다원 사회의 조화를 해 연방주의를 실 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그는 자연법에 근거하여 개인이 국가의 근

본 요소로서 종교 ,세속 결사체를 형성하는 주체라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는 이러한 결사체들 혹은 간 집단의 복합체로서 국가

가 형성되기 이 에 이미 실재하며 가족,종교집단,길드와 같은 상

업조직,코뮨(comumune),특수 직업 단체,도시(town)의 형태로서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제 하에

Althusius는 다양한 사회가 그에 속한 하 단 체들의 선택에 의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한다고 하 는바 이는 기의 다원주의 내지는

원시 연방주의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Althusius의 후속 사상가들인 Montesquieu,Kant등이

살았던 유럽은 이른바 ‘30년 쟁(1618-1648)’과 ‘베스트팔 조약

(1648)’을 후하여 주권- 토-국민으로 이루어진 근 국가(nation

state)가 나타남으로써 세속 정치의 실 이해 계가 종교의 도덕

규칙을 압도하는 역사 환 의 한 복 에 놓여있었다.이러한 가

운데 Montesquieu는 ⌜법의 정신⌟(1748)에서 국가는 국내 차원

에서는 지역 ㆍ민족 자치의 필요,국외 차원에서는 안보의 필

요상 연방제를 형성하게 되는바 이는 평화 인 국제 질서 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약소국은 이를 통해 자치와 생존이라는

목 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Kant는 ⌜ 구평화론⌟

(1795)에서 평화 질서 유지를 해서 국제법은 자유 국가들 간의

연방주의 계에 기 하여 성립해야한다고 하 다.이러한 연방주

의 사상은 19세기에 어들면서 유럽 연방론으로 발 되었다.그 연

장선 상에서 1849년 Hugo는 국제평화회의의 의장으로서 ‘유럽 합

국’을 최 로 천명하기에 이르 던 것이다.

이처럼 세 유럽에서의 연방주의는 그리스 문화,헬리니즘과 기

독교 문화의 유산이라는 에서 문화 통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

고 있었고 근 에 들어와 정치사상 과 이론의 향을 받으면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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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되었다. 기 연방주의자라 할 수 있는 Althusius등은 공통의

문화 내지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역사와 신념 등으로 구성되는

‘보편 가치’가 연방 형성에 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을 인

지하고 있었다.물론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이들의 생각은 체로

이상 이고 도덕 인 차원에서 논의된 측면이 강하다(Rifkin,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유럽에서 19세기의 Saint-Simon,Proudhon

등과 20세기의 Monnet,Schuman,Spinelli,Spaak등의 생각에 녹아

흐르게 된다.25)

(2)기능주의와 연방주의

기능주의는 1940-50년 에 걸쳐 탄생한 이론으로서 Mitrany

의 ⌜AWorkingPeaceSystem⌟(1963)을 통해 체계화되었다.그는

1920-30년 Wilson등이 주창한 국제 연맹(LeagueofNations)이

실패로 끝난 원인을 이상 연방주의가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의

향을 과소평가한 데서 찾았다.20세기 까지 이어져오던 연방주

의와 달리 기능주의는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통합의 과정을 시

했고 그 과정에서 행 자의 역할을 강조했다.20세기 의 이상

연방주의는 평화와 국가의 안보를 한 정치 엘리트의 역할을 시

하며 공동선(commongoods)을 한 력을 ‘헌법 수단’에 의해

하나의 임무로 규정하는 정치 방법을 통해 통합을 추구하려 하

다.그러나 Mitrany등에 의한 기능주의는 사회에서는 국가 안

보나 세계 평화보다는 복지나 경제 등이 기술 이고 기능 인 역

(비정치 역)이 보다 주요한 부문이라 보고 이를 실질 으로 이

끌어가는 문가의 역할을 시했으며,이러한 기능은 국가 간 력

을 통해 더 잘 작동할 것인바 이를 통한 국가의 이익이 보편 인

통합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다.이처럼 기능주의가 이상 연방

25) Monnet,Schuman,Spinelli,Spaak 등은 유럽(통합)의 아버지들

(FoundingFathersofEurope)이라고 불리우는 표 인 연방주의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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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차이를 보이는 하나가 특히 국가의 경제 이해 계

를 강조했다는 이다.

즉 Mitrany의 기능주의에 의한 통합 사상은 정치 ㆍ헌법

력과 기술 ㆍ기능 력을 구별하여 국가 간 갈등이 존재하기 쉬

운 정치 부문보다는 상 으로 그 정도가 덜한 (경제 부문으로

표되는)기술 역에서부터 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이는 이른바 효과에 의한 것으로,어떤 기술ㆍ 문

역에서 력을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의 학습 경험을 매개로 다른

기술ㆍ 문 역으로까지 력이 확산되어 결국 국 수 의 정

치 통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별 회원국

이나 소속 정부의 역할은 국 내지 국제기구에 소속된 기술

료에 비해 주변 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기능주의의 이러

한 주장은 정치 인 문제와 비정치 인 문제가 분리 가능하며, 토

를 넘어서 인간의 기본 이고 보편 인 욕구는 비정치 인 역에

서의 수요로 나타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었다.그러나 통상이나

농업 등 유럽 연합의 통 인 공동정책 역 외에,문화와 정체성

은 회원국의 행동 규범과 략을 형성한다는 에서 정치 인 것과

비정치 인 것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에서 기

능주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기능주의를 주창한 Mitrany의 의도는 유럽 공동체와 같은

지역 통합보다는 세계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었다.실제로 그는 연

방주의를 염두에 둔 유럽 지역 통합 계획에 해 ‘연방주의는 다른

정치 형태와 마찬가지로 야 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를 경계하 고,지역에 근거한 기 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

다(Mitrany,1966:93).이는 국민 국가와 공존하던 민족주의가 이제

유럽 차원에서 하나의 민족주의로 변화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연방

주의는 토 권한에 근거하여 이를 국 차원으로 환하려는

시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양오석,2003: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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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한계와 의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정치 부문의 력

에 의한 효과가 정치 통합을 유도한다는 기능주의의 아이디어

는 유럽 통합의 시 라고 불리는 유럽철강석탄공동체(ECSC)의 설

립에 큰 향을 주었다.이를 세우는 데 기여한 유럽 통합의 아버지

들인 Monnet와 Schuman등은 범 유럽 수요가 존재하는 비정치

인 부문으로서 경제 역에서 기술 인 방식인 자원의 합동

(pooling)을 우선 으로 시도하여 정치 인 통합을 지향하 는바,이

는 지역에 기반 한 조직을 여가는 방식을 통해 국민 국가의 주권

양도를 둘러싼 정치 갈등과 논쟁을 피하려 했던 Mitrany의 견해

를 받아들인 것이었다.그러나 경제와 안보 역부터 기능 인 통합

을 거쳐 정치 통합을 달성하려던 실의 시도는 1960년 유럽경

제공동체(EEC)가입을 둘러싼 국과 랑스의 갈등과 같은 한계에

부딪혔는 바 기능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26)

(3)신 기능주의와 연방주의

신기능주의는 1950-60년 에 지역 통합 이론의 주류가 되었던

것으로 Haas(1992)가 ECSC를 실증연구하면서부터 체계화되기 시작

했다.Haas는 ‘경제 통합은 정치 모티 에 기반하며 정치 결과

로 끝난다’고 한다.이는 실의 정책 사안에서 정치 인 것과 그

지 않은 것을 분리하여 생각했던 기능주의의 비 실성을 비 한 것

이었다.기능주의는 통합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무게를

두지 않았지만 신기능주의는 통합을 해서는 회원국 정치 엘리트

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신기능주의는 국 차원의

력과 발 은 국가나 정치 집단 외에 자발 인 비정치 집단의

주도 하에 상호 인식과 력,의존이 증가하고 국제기구가 형성되며

26)1963년 랑스의 DeGaulle 통령은 국의 EEC가입을 ‘공석(空席)’

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력히 반 하 는바 결

국 국은 가입을 신청한 지 13년 만인 1973년에야 비로소 EEC에 가입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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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매개로 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고 력의 습 이 생겨나며 정책

역 간 력의 효과가 일어난 에서는 기능주의와 크게 다르

지 않았다.하지만 정치와 기술ㆍ기능 인 역이 분리될 수 없는바

력의 학습과정이 다른 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정치 엘리

트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기능 통합을 해서는 정치

통합 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다는 에서는 기

능주의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이처럼 정치와 여타 분야의 정책 사

안이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던 신기능주의는 주권 국가와 일국의

엘리트가 통합 과정과 국 기구의 정책 과정에 있어 주요한 행

자라고 보았다.

한편 주요한 행 자로서 국 료 기구가 권력을 최 화 하

려는 경향에 하여,Haas는 이 것이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

어 불가피한 상이라고 보았다. 국가 기구는 ‘통합의 리인

(agent)’으로서 기능해야 하는바 회원국 소속의 정치 엘리트의 충성

심을 범 유럽 수 으로 환시키는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비정부

기구 간 의사결정을 진하는 ‘정직한 개인(honestbroker)’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양오석,2003:208).27)한

편 이익집단은 기 을 상으로 한 이익표출활동 등을 통해 국

기구에 한 기 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통합 심화를 한 사회

환경을 극 조성함으로써 통합의 확산에 일조하게 된다.이에 따라

국 기구의 권한 역이 확 되면서 보다 많은 사안에서 국

기구의 독자 인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고,이에 따라 회원국 국민

의 충성심의 상이 국가에서 국가 기구로 옮아가게 된다는 것

이 신기능주의가 본 통합의 과정이었다(최진우,2004).

27)이와 유사한 에서 Wilson(1989)은 일단 기 이 형성되면 소속

료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권한을 확 시키기 해 권한 역을 확 시키

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지 한 바 있다.이는 비록 일국의 행정체계

에 한 비 이었으나 국 료기구인 유럽연합의 집행 원회에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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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기능주의는 효과와 국 기구 회원국의 요

성을 동시에 강조한다.그러나 1960년 말-1970년 국과 랑스

의 립으로 나타난 서양주의(Atlanticism)와 범 유럽주의

(Pan-Europeanism)의 결 구도 하에서 신기능주의는 설득력을 잃

어 Haas자신이 ‘지역통합이론(신기능주의)’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고 선언할 정도 다.28)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능주의는 Haas이후

1960-70년 Schumitter,Puchala등의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1980년 이후에는 다층 거버 스 체제 하에서 유럽연합의 정책

과정을 연구하는 데 향을 미치고 있다(양오석,2003:208).

3)최 주의 연방주의와 최소주의 연방주의

유럽의 통합과 련하여 최소주의와 최 주의는 다양한 맥락에

서 사용되는 바 유로회의론(Euro-scepticism)에 기반한 견해로 언

되기도 하고 연방주의와 결합하여 유형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Harmsen& Spiering,2005).본 연구에서는 최소주의와 최 주의는

연방주의 략의 일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Foster,2004).최 주의

연방주의(maximalfederalism)에 의하면 문화수도 로그램은 ‘통

일성 내지 공통 ,공동의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지만 최소주의

연방주의(minimalfederalism)에 의하면 ‘지역 차원의 다양성’을 강

조하게 된다.이하에서 구체 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8)이는 독일과 함께 유럽 공동체를 랑스가 1960년 DeGaulle정권

하에서 유럽 공동체에 의한 회원국의 주권제한 계획에 반 하는 등 비

조 자세를 보임으로써 서 유럽의 통합이 정체기를 맞았을 뿐 아니

라 특히 1970년 EEC가 석유 동과 재정 기로 인한 스테그 이션

을 경험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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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 주의 연방주의와 통일성

표 인 최 주의자인 Spinelli는 생 에 민족주의가 체주의와

시즘과 결합하여 유럽 지역을 제2차 세계 의 한 가운데로 몰

아가는 것을 목도했다.그래서 그는 주권-민족- 토에 기반 한 이른

바 국민 국가를 비 하면서 유럽의 평화를 해서는 유럽 연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 이해

계에 근거한 지방과 국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이러한

에서 그는 기능주의자 Mitrany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Mitrany가 연방을 추구하는 정치 엘리트 간의 이니셔티

와 비정치 이고 기능 인 부문에서부터 하향식 통합을 지지하면

서 유럽의 지역 통합이 아닌 세계 차원의 연방을 지향했다면

Spinelli,Rougemont등 최소주의 연방주의자들은 상향식으로 ‘시민

에 의한 유럽’과 이들에 의해 선출되어 민주 정당성을 가지는 의

회 헌법을 통한 유럽의 연방을 추구했다(Foster,2004).이들은

기 연방주의자인 Althusius등과 마찬가지로 도덕 이고 규범

인 차원에서의 통합을 추구했다.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로,주권

국가와 지역의 해체를 주장했던 최 주의는 ‘근 의 앙집권 국가

를 EU로 체하려던 그들의 사상은 지나치게 이상 이거나 설득력

이 없다’는 지 을 받았다(Roemheld:2000).

최 주의자들은 기 연방주의가 내세웠던 사회구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다원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공동

의 정체성을 가진 유럽 시민이 존재한다면,‘하나의 유럽’이라는 연

방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이는 유럽의 정치 통합을

해서는 범 유럽 차원에서 공유 가능한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고 만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유럽 차원의 역

사와 문화를 유럽 시민과 연계하려는 시도는 문화정책의 역할이 되

었고 이는 기존의 주권 국가들이 활용했던 ‘국가 만들기

(nation-building)’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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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소주의 연방주의와 다양성

최소주의 연방주의는 최 주의보다는 진 인 방식으로 유럽

의 통합 심화를 추구하는 입장을 말한다.이는 처음부터 ‘하나의 유

럽’을 만든다는 최 주의자의 략과는 달리 주권 국가 하의 행 자

즉,지역 내지 지방 정부와 국경을 넘어선 력을 시도함으로써 범

유럽 차원의 통합을 심화하고자 한다(Foster,2004).‘시민의 유럽’,

‘지역의 유럽’등의 구호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인한 것이고 집행

원회는 특히 문화수도 로그램을 최소주의 에서 근하여 국

가의 경계가 아닌 도시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내지 지역 원회의

정책 참여를 지지했다(송병 ,2008).

2.정책 목표와 연합주의

연합주의(confederalism)는 이론이나 정치사상이 아니라 하나의

행정원칙이기 때문에 연방주의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개념

이지만 연방주의와 립되는 개념으로서 자주 논의되어왔다

(Burgess,2000).연합주의는 공동결정 차와 같이 국 요소가

강화된 정책 결정방식을 인정하지만 회원국의 이해 계가 철될

수 있는 제도 공간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에서 하나의 정치

단 체를 추구하는 연방주의와 다르며 국제 인 력은 회원국의

선호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정부간회의와도 다르다.29)이처럼

연합주의는 연방주의와 정부간회의의 사이에 서 있지만 개별 회원

국의 주권과 이에 따른 선택을 강조한다는 에서는 정부간회의와

29) 이와 련하여 정부간회의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 간 력을 지향하

는 자유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 정부간주의(Liberal

Inter-governmentalism )라고도 한다(Moravcsik,1993).Moravcsik은 회

원국의 정책 선호가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이 형

성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유럽연합 하의 력 기제를 인정하되 유럽 의

회나 집행 원회와 같은 국 기구의 행 자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역

할과 권력에 을 두었다는 에서 기능주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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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회원국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에서 유럽연합 각료 이사회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3.연방주의와 연합주의의 공존

유럽연합 내에서는 통합의 확 와 심화에 하여 회원국 간의

견해가 시기별로,정책 분야 별로 각각 달랐다.이러한 가운데 집행

원회나 유럽의회는 조직의 존립 목 과 정당성 차원에서 연방주

의를 추구했다.반면 각료 이사회는 공동 행동의 이익과 자국의 이

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해 연합주의를 지향했다.이러한 가운데 국

가 내 집권 정당의 변화,국제 정세와 같은 국내외 요인은 회원국의

외 입장에 향을 주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 원회와

립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집행 원회의 행동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 다.이는 정책 목표가 모호하게 규정되는 정치 맥

락을 구성하게 되었다.

한편 구체 인 정책 집행을 해 모호한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

정에서 통합 담론이 일종의 략으로서 활용되었다.경제 통합과

이를 한 정치 통합을 수용하려했던 독일 랑스를 시한

서유럽 국가들은 궁극 으로는 연방제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 부문의 통합 심화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 원

회나 유럽의회의 연방주의와 친화성이 있었고 따라서 담론 연합을

형성할 수 있었다.그리고 지배 인 담론이 부재한 가운데 집행 원

회는 최소주의 연방주의에 가까운 목표 해석을 통해 회원국의 거

부 반응을 인다는 략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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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ECoC의 공동결정 차와 정책 갈등

1.유럽연합의 정책결정구조와 행 자

유럽연합은 토-민족-주권에 근거한 근 국가와 국가의 권한

을 넘어선 국 정체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이는 유럽연합이

민주주의 국가인 회원국으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연합 차원의 정책

결정구조는 회원국 차원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연

합을 통한 공동의 정책은 개별 국가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이

에 따른 주권의 약화 내지 정책 이슈와 자국의 특수성에 따른 력

의 비용은 연합체가 국 실체로 이행하는데 근본 인 한계로 작

용한다.포스트모더니즘 시 에 합한 탈국경 정치 체제임을 표

방하는 유럽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집행 원회를 심으로 하

는 연합 차원의 정책에 하여 이사회를 심으로 자국 이해 계를

확보하기 한 회원국의 의지는 표면 으로 통합의 심화를 추구하

는 한편 자국의 의사가 반 될 수 있는 제도 여지를 확보하기

해 정책 용 분야와 권한을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량 행사 여

지를 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은 정

책의 용범 를 넓히고 유럽의회와 집행 원회의 권한(회원국에 우

선한 유럽연합의 배타 권한)을 강화해가면서 문화정책을 수행해왔

지만 이에 한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각료 이사회의 의사결

정 방식은 만장일치제 다.30)리스본 조약(2007년 체결,2009년 12월

발효)하에서는 연합과 회원국 간의 권한(competence)에 하여 크

게 ① 연합의 배타 권한(exclusivecompetence),② 회원국의 고

30)비록 리스본 조약 하에서 동 조약 제167조 상의 문화정책에 한 각료

이사회의 결정은 다수결 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비교

최근의 일이며 회원국이 실질 으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문화

산업부문은 각 국의 독자 권한 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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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한(supporting competence),③ 연합과 회원국 간 공유권한

(sharedcompetence)으로 구분하 지만,연합의 정치ㆍ경제 통합

을 심화하기 한 수단으로서 등장한 문화정책은 세 번째 경우에

따르는 것으로서 여 히 모호한 권한 구도 하에 놓여있게 된 것이

다.31)결국 그 하 정책으로서 문화수도 로그램은 공동결정 차

하에서 ‘유럽의 정체성’이라는 목표와 ‘문화수도 지정 집행에

한 권한’을 심으로 범 유럽차원의 보편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집

행 원회 등과 주권 국가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회원국의 이해

계가 충돌하는 정책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문화수도 로그

램에서 문화 경계와 지리 경계가 비교 일치하여 지역 문화가

토성을 띠는 경우 각 국 내지 소속 도시는 자국의 이익을 극 화

하기 해 개별 인 행동을 할 수 있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수도 로그램의 정책결정구조는 공동결

정 차에 따르게 되면서 유럽연합 특유의 정책 시스템인 ‘다층 거

버 스(multi-levelgovernance)’에 가깝게 변화하고 있다.이하에서

는 동 로그램의 정책 결정구조 변화에 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 단 가 되는 행 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31)연합이 배타 인 정책 권한을 가지는 역이 공동농업정책과 공동통상

정책이다.그러나 문화와 련해서는 문화와 상서비스(culturaland

audiovisualservices)조차 리스본 조약 제207조에 의하여 공동통상정책

하의 배타 권한의 범 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32)스페인의 카탈루냐, 랑스의 바스크,발칸 반도의 분쟁 지역처럼 국가

내에서도 지역의 이해 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의

차원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다.그러나 이러한 갈등 내지 분쟁 지역의

경우 문화수도 선정을 한 행정 ㆍ재정 기 등에 미흡하거나 주최

국 내 후보 도시 선정단계에서 후보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

기 때문에 논의에서 고려하지 않았으며.실제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

지 않았다.

http://ec.europa.eu/culture/our-programmes-and-actions/capitals/past-c

apitals_en.htm (검색일: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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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럽연합의 정책결정 차

정책결정구조란 ‘공식ㆍ비공식 참여자의 권한 혹은 향력’하

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제안과 발의,그리고 이에 한 공식 검토

채택 방식’을 말한다.리스본 조약 이 에 유럽연합의 정책결정

방식은 각료 이사회,집행 원회,유럽의회 등 공식 행 자의 권

한을 기 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 수 있는바 ‘의 차

(consultationprocedure)’,‘력 차(cooperationprocedure)’,‘공동결

정 차(co-decisionmakingprocedure)’33)가 그것이다.첫째, 의

차34)는 단일유럽의정서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집행 원회가 각료 이

사회에 의안을 제출하면,각료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의견(opinion)을

구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유럽의회의 의견 표명은 필수

인 차이지만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바 집행 원회와 각료 이사회

가 실제 행 자라 할 수 있다.둘째, 력 차35) 한 단일유럽의

정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집행 원회의 제안에 하여 각료 이사

회가 공동의 입장을 결정하면 유럽의회가 이를 3개월 동안 검토하

여 이에 동의하거나 재 과반수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거부하는 방

식36)이다.이는 입법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높여 민주성을 제

33)이는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일반입법 차(ordinarylegislatureprocedure)

로 명명되었다.

34) 의 차는 주로 공동농업정책,회원국 국내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

거권,EU시민권의 강화,국가보조,간 세의 조화,공동시장을 한 법

률의 근 고용정책에 한 회원국들의 지침을 정하는 경우에 용

된다. 

35) 력 차는 단일시장의 완성을 한 법안 채택 과정에서 극 으로

활용되었으나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공동결정 차가 도입되

고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에 의해 력 차에 한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로 경제통화통합에 한 사항의 결정과정에 용된다.

36)유럽의회가 거부결정을 하는 경우 각료 이사회는 3개월 내에 만장일치

에 의해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한편 유럽의회가 수정결정을 하는

경우,집행 원회가 이를 지지하면 각료 이사회는 3개월 내에 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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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 한편 각료 이사회의 결정에 다수결 방식을 확 함으로써 의

사결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한 것이지만 결과 으로 여 히 집

행 원회와 각료 이사회가 주요한 행 자라 할 수 있다.셋째,공동

결정 차는 리스본 조약 하에서 유럽연합의 일반결정 차(ordinary

legislativeprocedure)가 되었는바 집행 원회가 법안을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에 제출하면 두 기구가 이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력 차에 비해 의회가 이사회의 결정에 한 실질 인 거부권을

가지게 된다.이는 의회와 이사회 간의 타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에는 조정 원회의 재를 거치게 함으로써 유럽의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여 민주성을 제고하기 한 것인바 집행 원회와 각료

이사회 외에 유럽의회 한 주요한 행 자가 된다.이처럼 유럽연합

의 정책결정방식은 단일시장의정서,마스트리히트 조약,암스테르담

조약 니스 조약 그리고 최근의 리스본 조약을 거치면서 연합 차

원의 이해 계가 보다 민주 이고 효율 으로 반 될 수 있도록 유

럽의회의 권한을 상 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공동결정 차와 행 자

1)문화수도 로그램의 공동결정 차

리스본 조약 하에서 법 효력을 가지는 정책결정 차는 두 가지

로 나쥐어진다.‘일반결정 차’와 ‘특별결정 차(speciallegislative

procedure)‘가 그것이다.37)리스본 조약 하에서 공동결정 차는 유럽

안에 하여 만장일치에 의한 거부ㆍ특별다수결에 따른 수락ㆍ무 응

에 의한 법안 소멸로 응하게 된다.그러나 집행 원회가 유럽의회의

수정안을 지지하지 않으면 각료이사회는 그 수정안을 만장일치에 의해

채택하거나,공동의 입장을 정해 그 입법안을 채택하게 된다.

37)마스트리히트 조약 하의 세 가지 결정 차( 의 차, 력 차,공동결

정 차) 에서 의 차(단일유럽의정서 하에서 규정된 바 있다.)는 니

스조약 제252조에 따라 그 용범 가 경제통화통합에 한 일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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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 일반결정 차가 되었다.38)이는 이미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

래로 문화 역에 용되고 있던 방식으로 회원국 정부간회의의 성

격을 가지는 이사회로부터 차 유럽의회와 집행 원회,지역 원회

으로 좁 졌고 마침내 리스본 조약 하에서는 삭제되었다.한편 리스본

조약 하에서 기존의 의 차는 별도의 규정(제48조,제207조,제289조

등)에 의해 특별입법 차로,기존의 공동결정 차는 제294조에 의하여

일반입법 차로 개편되었다.

38)유럽의회가 집행 원회의 제안에 하여 수정안 는 수정 제안을 하

지 않는 경우에 각료 이사회는 안을 특별 다수결에 의해 채택할 수

있다.그러나 유럽의회가 집행 원회와 각료 이사회에 수정안을 내는 경

우 집행 원회와 이사회가 이에 한 공동의 입장을 정하게 되는바 이

에 따라(집행 원회가 부정 으로 의사표시를 한 부분에 한 각료 이

사회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에 의한다.각료 이사회가 3개월 내에

유럽의회의 수정안을 특별다수결로써 승인하면 그 수정안은 채택된 것

으로 간주된다.그러나 이사회가 그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유럽의회

는 3개월 내에 안을 승인하거나 이사회의 거부에 해 무 응할 수

있으며 무 응 시 제안된 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한편 유럽의

회가 재 과반수로써 안을 거부하면 그 안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한편 각료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수정안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각료 이사회 의장은 유럽의회의장과 합의하여 6주 내에 이사회와 유럽

의회 소속된 동 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정 원회(Conciliation

Committee)를 소집해야 한다.조정 원회가 6주 내에 각료 이사회 소속

원의 특별다수결 유럽의회 소속 원의 다수결에 의해 공동 문안

(jointtext)에 합의하면 다시 6주 내에 각료 이사회는 특별 다수결,유

럽의회는 과반수로써 이를 채택할 수 있다.이 때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 어느 한 기 이 반 하는 경우 제안된 입법안은 채택되지 못

한다. 한 조정 원회가 공동문안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안된 입

법안은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이러한 공동결정 차는 근로자

의 자유이동,기업을 설립할 권리,서비스와 역내시장,교육ㆍ보건 장려

조치,소비자정책,범 유럽네트워크에 한 지침,환경을 한 일반 행동

로그램,문화 활동 장려조치,연구 활동을 한 기본 로그램 유

럽 공동체의 재정 이해에 향을 미치는 사안에 한 응 등 폭넓은

분야에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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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민 비정부 단체의 참여를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는 추세를 반 하고 있다.39)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구조는 ‘공동결정 차’를 심으로 범 유럽

차원과 회원국 그리고 공ㆍ사 부문의 다양한 공식ㆍ비공식

행 자들로 구성된다는 에서 다층 거버 스로 표 된다.이러한

구조가 다층 거버 스로 지칭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으로 나 수 있다.첫째,집행 원회가 공동결정 차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이다.이로 인해 집행

원회의 분야별 정책집행기 인 총국(DG:Directorate-General)과

총국 내 집행 원 개인의 비서국을 심으로 입안 이 부터 회원국

정부를 비롯한 이익단체와 외부 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ㆍ비공식

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입안에 반 된다(이종서,2006).한편

공식 입안과정에서는 회원국 정부 료 외부 문가들에 의한

커미톨로지 원회(comitologycommittee)가 구성되어 이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정책 안(案)에 반 된다.한편 유럽연합의 정책이 다층

거버 스에 의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각 회원국이 직면한 공공

문제의 범 국경 특성과 정치ㆍ경제 통합의 심화에 따라 국경을

넘어선 수평 ,수직 네트워크와 커뮤니 이션의 필요성이다.따

라서 다층 거버 스 하에서는 회원국 간 혹은 국 차원에서

공ㆍ사 부문 간 이해 계가 상충되는 경우 네트워크의 심에 있는

집행 원회의 ‘조정자(coordinator)’기능이 강조된다.그리고 이에

한 집행 원회의 권한과 권한 행사의 실효성 확보가능성 유무는

유럽문화수도 로그램의 변화에도 주요한 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

다.

39)이는 유럽의회의 권한을 확 함으로써 EU내 민주 의사결정 체제를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유럽연합이 국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

화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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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CoC의 공동결정 차와 행 자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구조는 참여자의 권

한을 기 으로 의 차, 력 차 공동결정 차로 특징지어진

다.40)이 에서 공동결정 차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도입되

었으며 문화수도 로그램은 이 방식에 의하고 있다.리스본 조약 제

167조에 따라 유럽 차원에서 문화수도 로그램에 한 공동의 규칙

을 정하는 데 참여하는 공식 행 자는 ‘집행 원회-각료 이사회-

유럽의회-지역 원회’이다.집행 원회는 이사회가 제시하는 방향

하에서 문화수도 로그램에 련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독 인 권

한을 가지고 있으며,유럽의회는 이에 한 검토권과 (각료 이사회

와 공동으로)결정권을 행사한다.각료 이사회는 유럽의회와 함께 집

행 원회가 제안한 법안에 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이러한 공

동결정 차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지

않으며 회원국의 정부간회의라는 성격을 반 하는 각료 이사회와

국 기구로서의 성격을 반 하는 집행 원회,유럽의회가 공동으

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다.입법권과 련하여 이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보면 각료 이사회는 만장일치 혹은 가증다수결제에 의하며

유럽의회는 과반수제에 의하게 된다.

문화수도 로그램에 한 정책 결정은 크게 연합 차원에서 ‘주

최국의 순서 지정’과 주최국 차원에서 ‘후보 도시 지정’,연합 차원에

40)로마조약에 의해 EEC가 출범했던 시기에는 집행 원회의 발의에서부

터 각료이사회의 결정에 이르는 의 차만 있었으며,유럽의회의 역할

은 법안에 한 의견개진에 그쳤다.그러나 1986년에 서명된 단일유럽의

정서에서는 유럽의회와의 력 차와 동의 차(assentprocedure)가 추

가되었으며,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공동결정 차가 도입되면서 유럽

의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갖는 상이 차 높아지기 시작했다.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일반입법 차로 명명된 공동결정 차의 확 용은 무엇

보다 유럽의회의 권한을 확 함으로써 EU 내 민주 의사결정 체제를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강유덕,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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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최 도시 선정’그리고 다시 주최국 차원에서 ‘행사 집행’,마지

막으로 다시 연합 차원에서의 ‘평가’라는 다섯 단계를 근간으로 한

다.각 단계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 자의 권한이나 향력의 정

도는 시기별로 변화하고 있다.41)먼 ‘문화수도 로그램 도입기’에

는 ‘주최국 순서 결정-후보 도시 선정-문화수도 지정-문화수도 내

행사 집행’ 반의 사항이 각 국의 이해 계에 따라 회원국 간의 회

의에 의해 결정ㆍ집행되었다.따라서 이 때 정책과정의 결정자는 정

상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이며 집행자는 주최국이라 할 수 있다.한

편 동 로그램의 ‘제1차 변동기’에는 ‘주최국 순서 지정-후보도시

선정-집행-평가’주최국의 순서를 미리 정해두고,후보도시를 문화수

도로 지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집행 원회,유럽의회,지역 원회

그리고 심사 원단42)이 참여하게 되었다.그리고 공동결정 차에 의

해 심사 원단의 보고를 반 한 집행 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각료

이사회에서 문화수도를 최종 지명하게 되며 지정된 도시에 해서

는 집행 원회가 유럽연합의 산에 의한 보조 을 지 한다.이후

지정 연도의 문화수도행사는 주최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평가는

41) 의 차는 유럽연합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다른

세 가지 형태의 차인 력ㆍ동의ㆍ공동결정방식을 따르도록 연합조약

에 명시 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는 한 모든 정책결정 차에 용된다.

의 차 하에서는 집행 원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이사회가 결정하며 입

법내용에 따라 유럽의회나 경제사회 원회(EESC:EuropeanEconomic

andSocialCommittee)와의 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유럽연합조약

발효 이 에 유럽문화수도 로그램은 정상 회담 내지 각료 이사회 차원

에서 집행주최국 지정 기타 공동의 운 사항에 한 결정이 이루어

져 왔는바 의 차의 상이 아니었다.한편 동 조약 발효 이후 문화

수도 로그램의 일부 운 사항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공동결정 차

의 상이 되었는바 동 로그램은 의 차 내지 력 차의 용을

받지 않는다.

42)결정문 제1419호에 의하면 심사 원단은 집행 원회ㆍ각료 이사회ㆍ유

럽의회에서 각각 2인씩 지정한 6인에 더하여 지역 원회에서 지정하는

1인까지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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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도시의 보고서를 집행 원회가 검토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형식

인 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따라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 시기

정책 결정상의 공식 참여자는 회원국,각료 이사회,집행 원회,

유럽의회,지역 원회 심사 원단이지만 유럽의회,지역 원회

심사단의 자문,의견,보고가 형식 인 차라는 을 고려할

때 회원국과 각료 이사회 집행 원회가 주요 행 자가 된다.마

지막으로 ‘제2차 변동기’에는 정책 과정이 ‘주최국 순서 지정-후보

도시 비 선정-문화수도 선정-집행-평가’로 세분화되었다.후보 도

시 선정은 원래 주최국의 배타 권한에 속하 지만 이에 해 선

정심사 원단과 집행 원회의 모니터링과 정기 인 비사항 검

보완 요구과정이 추가되었으며 문화수도 지정 이후에도 행사

반의 비에 한 자문 검토 원회가 개입하게 되었고 집행 이

후 결과에 해서는 집행 원회가 별도의 평가를 시행하게 된 것이

다.특히 문화수도행사에 지원되는 보조 이 일정한 요건 충족을 조

건으로 하는 포상 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면서 이를 할하는 집행

원회의 권한이 더욱 증가하 다. 한 각료 이사회ㆍ집행 원회ㆍ

유럽의회ㆍ지역 원회에 의해 지명된 심사 원단의 임기가 규정되

고 이들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향력이 증가하게 되었는바 특히 유

럽의회의 권한이 이 에 비해 커졌다.이러한 으로 미루어볼 때

이 시기의 공식 참여자로서 각료 이사회,집행 원회와 유럽의회

가 주요한 행 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정책의 가장 성공 이고 표 인 사례로 지명되는 문화수

도 로그램은 이처럼 집행 원회와 유럽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개별 회원국 차원을 넘어서 국 차원의 이해 계를 지지

할 수 있는 지역 원회나 지역 도시의 참여를 제도화면서 차 다

층 거버 스에 의하게 되었다.이는 후보 도시 선정과정에서부터

심사 원단 등에 한 주최국 내 각 도시 정부,정치인 내지 문화

술계 이익 집단의 로비활동과 기타의 비공식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 공간이 확 됨을 의미하며 이들의 향력이 높아짐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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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그러나 본 연구는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의 이해 계가 동

로그램에 한 공동 규칙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가에 한

것이다.따라서 비공식 참여자가 아니라 공식 참여자 간의 이해

계가 정책의 목표 모호성과 갈등 수 에 반 되어 로그램의 양

상을 달라지게 하는 과정에 을 두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근은 다층 거버 스 하에서 비공식 참여자의

행동양상을 반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첫째,이익집단과 련하여 문화 산업을 제외한 문화정책에서는 공

동통상정책ㆍ공동농업정책 내지 경쟁정책에서와 같이 공유하는 이

해 계를 강력하게 철할만한 압력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43)

과 둘째,지역 정부와 련하여 이들의 로비력은 앙집권제 내지

지방자체제 등 각 국의 행정체제마다 다르다는 에서 분석 시 통

제가 어렵다는 ,셋째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지 않는 유럽연합

의 기구들이 정책 결정의 각 단계마다 참여하여 향력을 미치고

있는바 이들을 심으로 연합과 회원국 차원의 정책 갈등 한 다

층 거버 스 하에서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상이라는 을 고려

하 다.따라서 이하에서는 회원국의 정부간회의의 성격을 가지는

각료 이사회와 이에 비해 국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반 하

는 집행 원회와 유럽의회를 심으로 문화수도 로그램의 정책 변

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43)http://www.wearemore.eu/(검색일: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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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ECoC변동에 한 분석

제 1 정책 도입기 이 (1970-1980년 반)

1973에서 1984년에 이르는 시기에 만연한 스테그 이션은 유

럽 각 국의 경제 기를 타개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려던 략이 실

패하 음을 보여 다(Burgess,1997).정치 타 을 통해 국민 국

가의 경제 발 을 이루려던 통 인 인지언 모델(Keynesian

model)은 더 이상 유럽 경제의 안정과 번 을 보장해 수 없었다.

그러자 완 고용과 복지를 내용으로 했던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정

치 노선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그리고 국가의 능력에 한

시민의 망과 분노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역사 상으로

서 만연했던 사회민주주의의 한 시 가 끝나가는 것을 의미했다

(Przeworski,1995).

20세기 말,정보 통신 기술에 의한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 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강력했던 국민 국가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 생각

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국민 국가는 더 이상 새로운 상황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없는바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이

후자의 일부는 ‘하나의 유럽’을 한 연방 형성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이러한 가운데 1979년에는 유럽 공동체 9개국 시민에 유럽

의회 직선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1980년 5월 30일 유럽 이사

회는 집행 원회에 일정 부분의 권한을 임하기로 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력을 추진하 다.그러나 이는 경제 통화 정

책에 있어 국가 간 력을 강화하여 단일 시장 형성하고 이에 따라

역내 시장이 확 되면 자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국내

유인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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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테그 이션이라는 유럽 기에 직면한 각 국의

정부는 유럽의 통합에 필요한 충분한 정치 지지와 경제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고,유럽 공동체 한 범 유럽 결속이나 경제

기에 해 한 해결책을 내놓기 해 필요한 (회원국 정부에

비해 뛰어난)경쟁력이나 기구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

자국 내 경제 기로 인해 통합을 극 으로 추진할 회원국의 정

치 인 의지 한 부족했다(Burgess,2000).

제 2 정책 도입기(1985-1991)

1.정책 도입기 유럽 통합의 동향

1979년 처음으로 유럽의회 직선제가 실시된 이래 투표율은 거의

모든 유럽연합 국가에서 지속 으로 낮아지고 있었다.1979년의 투

표 참가율은 63% 으며,1984년에는 61%로,1989년에는 58.5%로

내려갔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후의 선거에서도 일 된 하락세로 이

어졌다.44)이는 범 유럽차원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회에 한

심과 유럽의 통합에 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독일과 랑스를 제외하고는 유럽 각 국의 정치 지도자

한 유럽의 정치 통합에 한 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국

을 비롯한 1980년 의 유럽 각 국 정치 지도자들이 당면한 주요한

과제는 국 기구의 설립에 의한 정치 통합보다는 국내의 경제

구조 개 문제 기 때문이다.이 시기 유럽의 주요 산업 국가들은

이른바 수요 심의 코포라티즘을 공 심의 코포라티즘으로

44)

http://www.europarl.europa.eu/aboutparliament/en/000cdcd9d4/Turnout-

(1979-2009).html(검색일: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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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고 있었다.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약(Wassenaars

Accord),1987년 덴마크의 의향서(DeclarationofIntent),동 년도

아일랜드의 국가재건 로그램 (ProgrammeforNationalRecovery)

인 등은 기존의 국민 국가 하에서 ‘정부-노동-산업 자본’이 고용

의 안정성보다는 유연한 고용에 을 둔 ‘사회 약(socialpact)’

을 세우던 때 다.즉 유럽의 1980년 는 1970년 부터 재정 기와

두 차례 석유난이라는 결정 사건을 계기로 인지언 식의 복지국

가가 기를 맞게 되면서 국내 정치 차원에서 시장 심주의에 기

반 한 구조 개 을 시도하던 시기 으며 이에 따라 정치 통합을

지향하는 국 기구의 설립에 한 심은 상 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었던 때 다.그리고 이는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는 ‘통일성

내지 공동의 정체성’에 해 유럽의 통합을 주도했던 정치 지도자들

의 공감 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소비에트 연방

이 해체되었다.Marx가 말했던 사회주의는 동독과 소련에서 실패한

실험이 되었고 혹자는 이를 ‘역사의 종말(theendofhistory)’로 해

석하기도 했다.그러나 유럽 지역의 안보에 한 미국의 개입이

어들면서 북 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

NATO)를 시한 서양주의(Atlanticism)와 유럽방 공동체

(EuropeanDefenceCommunity,CED)를 심으로 한 범 유럽주의

(Pan-Europeanism)의 립이 완화되었던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단

일유럽의정서를 시작으로 한 경제통합은 독일의 재통일에 한 다

른 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한 독일 정부의 의도와 국

제 력을 통해 유럽 지역의 향력을 높이고자 했던 서유럽 국

가 정부들의 생각이 맞닿으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그리고 이러한

정치 실은 Monnet,Spinelli,Schuman등 연방주의자들의 이상

과 부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일시장 완성,화폐통일과 같은 논의

는 ‘하나의 유럽’을 한 유럽의회의 창설과 직선제 실시,공동의 정

체성을 한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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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문화수도 로그램은 이처럼 유럽 지역에서 국민 국가의 정

부가 그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 편에서 국가 간의 력이 본격화되

던 시 를 배경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2.정책 목표의 모호성

1980년 의 유럽은 ‘단일시장형성,공동환율 리’와 같은 경제 통

합을 우선 으로 추진했다.그리고 이는 각 국 정부 간 긴 한 력

뿐 아니라 통합을 한 유럽 시민의 지지를 필요로 했다.통합의 목

표가 국가 간 연합인가,연방 형성인가 내지 통합의 범 가 경제

역인가 이를 넘어선 정치,문화 역인가에 해서 각 국 정부와 연

방주의자들의 견해에는 차이가 있었다.이러한 가운데 문화 정책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 한 '유럽연합에 한 선언 (Solemn

DeclarationonEuropeanUnion,1983)’,이른바 슈투트가르트 정상

회담 선언 한 이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럽의 정체성,공동의

운명,유럽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연방주의의 요소를 반

했다.

“유럽인이라는 개념은 경제 통합과 정치 력을 달성하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고,유럽 의회를 통해 유럽 시민에 의한 민주 사회를
이루고자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에서 필수 인 표 이다.
...각 국 정부 표들의 목 은 공동의 운명에 한 인식과 유럽 차
원의 정체성(Europeanidentity)을 공고히 하려는 소망과 시민과 회
원국에 친화 인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확신에 근거한
다....유럽 공동체의 통합을 진하기 한 공동체 차원의 활동은
문화 인 사안(culturalmatters)과 련되며 이는 유럽인의 정체성
을 구성하는 요소인 공동의 문화 유산을 인식하기 한 것이다....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에 한 상호 이해와 유럽의 역사ㆍ문화에
한 정보 교류의 수 을 높임으로써 유럽 시민의식을 진한다.”45)

45)http://aei.pitt.edu/1788/1/stuttgart_declaration_1983.pdf

(검색일: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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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선언문에 문화의 ‘다양성(diversity)’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이 선언 이후 유럽 이사회의 요구에 의해 구성된 임시 집행

원회가 작성한 ‘한 민족의 유럽(A People’sEurope,1985)’이라는

이른바 아도니노 보고서에서 한 문화 다양성에 한 언 은 다

음과 같은 단 한 문장뿐이었다.

“공동체 내의 언어들은 핵심 인 문화 유산으로서 문화의 다양성
과 풍부함에 기여한다.”46)

그러나 이러한 상은 기에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단일유럽의정서가 각 국

정상들에 의해 채택되고,경제 분야의 력이 추진되기 시작하던 당

시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다양성은 당연한 규범 가치 으며 오히

려 ‘공동의 것’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1987년에 집행 원회가 발표한 ‘유럽공동체의 문화를 한

새로운 자극’에서 Dror집행 원회는 이하와 같이 문화의 다양성에

해 언 하고 있다.

“집행 원회는 특히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문화

술계 종사자들의 더 나은 삶과 노동의 조건 일자리를 창출할 것

이며 유럽의 과 문화 상품 그리고 지역 발 에 심을 기울일

것이다....유럽 문화의 통일성(theunityofEuropeanculture)은 유

럽 연합을 건설하는 석인 바 이는 지역과 국가의 문화 다양성

에서 나오는 것이다....유럽 문화의 통일성(theunityofEuropean

culture)지역과 국가의 역사 다양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유럽연합

을 구축하려는 야심찬 작업의 석이다....주로 ‘Esprit,RACE’등

과 같은 기술개발 로젝트와 병행하여 공동체 차원에서 각 국의

시청각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시장 확 에 의한 이익을

46)http://aei.pitt.edu/992/1/andonnino_report_peoples_europe.pdf

(검색일: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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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록 한다.

문화 자원에의 근

문화 분야에서는 보조성에 근거한 조치(prioritytreatment)를 보장

하는바 이를 통해 언어를 포함한 유럽의 문화가 다양성을 유지하고

공존하며 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집행 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추구한다.:

(i)유럽 지역 내 다양한 언어에 한 이해를 진하는 것

(ii) 표 인 공동행동으로서 ‘유럽문화도시’로그램을 통해 유럽의

문화행사를 진함으로써 지역 문화를 진하고 지원하는 것

(iii)'youngpeople'spass'을 통해 유럽의 은이들이 박물 과 문

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것

유럽의 문화 행사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집행 원회는 분야별

로 회원국, 문가들과 력한다.이는 유럽의 술인들이 유럽과

세계에서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럽쳥소년오 스트

라 결성 등을 통해(theEuropeanCommunityYouthOrchestra)최

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 인 목 이다.”47)

그리고 문화수도 로그램에 하여 집행 원회는 지역 문화를 진

하는데 을 둘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집행 원회가 국 차원에서 동 로그램에 의미를 부여

하고 있다는 과 련이 있다.연방주의에 의하면 ‘국민-주권- 토’

에 근거한 국가 간의 국 력은 이들 간의 이해 계 상충으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근 국가의 지리 경계

를 넘어선 력이 필요하다.집행 원회가 회원국의 문화 외에 지역

의 문화 다양성에 주목하게 된 것은 국가 고유의 문화나 정체성에

한 간섭 논란과 이에 따른 회원국의 반발 문제를 피하고 지역 정

부의 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조직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

이다.48)

47)http://aei.pitt.edu/6854/(검색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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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시의 시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유럽의 지역 통합에

한 실의 논의는 연방주의의 이상을 구 하기 보다는 각 국의

정치ㆍ경제 이해 계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다.그 과정에서 연방

제 구상이 통합에 정 인 이념 배경이 될 수는 있었으나 유럽

통합의 우선 인 과제는 역내 시장 확 를 통한 회원국 각 국의 경

제 발 과 유럽 지역의 구 인 평화 다.슈투트가르트 선언문에

서 언 되는 ‘유럽의 정체성(Europeanidentity)’은 이러한 목 을 달

성하기 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당시의 회원국은

48)특히 경제 차원 이상의 통합에 부정 이었던 국의 반발이 클 것이

명확했다.유럽의 통합에 가장 일 되게 소극 인 모습을 보여 왔던

국은 특히 연방주의 보다는 정부 간 회의에 입각한 통합을 지지하 으

며,통합의 역은 역내 시장 확 에 한하는 것을 원했다. 국은 13년

간의 상과 행 기를 거쳐 1973년에 비로소 EEC에 가입할 수 있었

지만,이는 공동 시장을 통한 경제 발 이라는 자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

었다.1980년 국에서는 1970년 의 소 ‘국 복지병’,재정 기와

두 차례의 석유 난을 겪은 이후 처 수상을 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처 정권은 국내 으로는 신자유주의 기조

에 입각하여 국 기업민 화,석탄 산업 구조조정, 폭 인 복지 제도

폐지 등을 통해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외

으로는 유럽 공동체의 역내 시장확 에 따른 무역 여건 개선을 바라고

있었다.그러나 처 수상은 (신)기능주의나 연방주의자들이 말하는 ‘공

동의 정체성’에 해서는 부정 이었다.1988년 9월 벨기에 뤼헤

(Bruges)소재 유럽 학(CollegeofEurope)에서 열렸던 그녀 기조 연

설,< 국과 유럽>에는 이러한 입장이 잘 드러나고 있는 바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나의 첫 번째 원칙은 독립 인 주권 국가가 극 인

력 의지를 가지고 유럽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

니다.독립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고 유럽 집합체에 권력을 집 시키는

것은 우리가 성취하려는 목 을 태롭게 하는 것입니다....유럽은 각

자의 습과 통,정체성을 가진 랑스로서의 랑스,스페인으로서의

스페인, 국으로서의 국을 가질 때 더 강해질 것입니다.이들을 유럽

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노

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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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이들은 회원국 내의

정체성은 각각이 서로 향을 주면서 섞여들지만 그 경계가 완 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arblecake’처럼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편에 가까웠다(Laura,2009).이러한 가운데 조직의 목 과 정

당성을 해서 연합보다 통합의 정도가 심화된 연방 체제를 지지하

는 집행 원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유럽 문화’를 강조하여 반발을

야기하기보다는 회원국의 정체성 문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경제 이해 계와 최 한 을 찾는 략이 필요했던 것이다.

Dror보고서에서 ‘통일성’을 잠시 언 하고는 있지만 집행 원회는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연합의 문화정책이 개별 회원국의 경제 과

제인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원으로서 문화 산업을

진할 것이라는 을 강조하는데 할애하면서,문화수도 로그램을

국가와 지역의 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문화수도 로그램은 유럽 각 국 표의 의기구

던 장 회의를 통해 시작된 것인바 이를 연방 형성을 한 문화 기

획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49)문화수도 로그램은 유럽 이사

회의‘resolution’형식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그 목표에 해 다음과 같

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각 국의 문화 장 들은 ‘유럽 문화도시(EuropeanCityofCulture)’가

도시의 역사 인 출 과 재의 발 을 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

시에 이것이 공동의 요소(commonelements)와 다양성(richnessborn

49)유럽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의 문화 형성에 한 공식 인 논의가 처음

제기 된 것은 1974년 12월 집행 원회가 <건축 자연 유산에 한 회

원국의 보호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architecturalandnaturalheritage(OJL 21,28.1.1975,pp.22–23)>를

‘권고’한 것이다.이는 1972년 리에서 열린 UNESCO제17차 총회에서

⌜세계 문화 자연 유산 보호 약⌟이 채택된 것을 배경으로 한 것

이다.그러나 이후 슈투트가르트 선언 이 까지는 문화나 공동의 정체성

에 한 별도의 논의나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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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diversity)을 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당시 문화수도 로그램에 한 정책 목표는 공동체 차원에

서 ‘다양성 하의 통일성 내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유럽 시민이 서로 친하게 지내며,국가와 지역 문화의 다양

성을 진한다’는 추상 인 가치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동 로그램은 각료 이사회의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되는 ‘공동행동(communityaction)’형식으로 이루어져 집행 원

회의 정책 심의 상일 수는 있었으나 주최국 선정부터 행사

집행까지 회원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50)따라서 공동의 정책 목표

를 구체화할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었으며,비록 집행 원회가 지역

차원의 다양성을 언 하고는 있으나 실제 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

에 이를 정책 목표로서 규정하고 제도화하기 한 실질 인 움직임

은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으로 볼 때 문화수도 로그램

도입기의 정책 목표는 상당히 모호했다고 할 수 있으며 ‘가치 용

시 우선 순 의 존재 유무 내지 상 정책 제도 차원에서 정

책 목표 구체화 움직임 유무’기 에 비추어보았을 때 모호성의 수

도 높다고 할 수 있다.

3.정책 갈등의 부재

슈투트가르트 정상회담에서 문화수도 로그램은 ‘각 국의 문화장

의 임무’이며 ‘행사에 필요한 재정은 각 국에서 부 충당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도입기의 문화수도 로그램은 각 국의 행사라는 성

격을 가지고 있었다.당시의 정책 결정과정은 ‘각 회원국 간 정상회

의에서 연도별 주최 국가 결정-주최국의 개최 도시 선정-개최 도시

50)‘공동행동(commonaction)’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에 ‘공동결정 차’

로 환되었으나 정책 역 혹은 ‘정치 으로 요하고 핵심 인 사항’

은 각료 이사회의 만장일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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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 집행’이었으며 여기에 집행 원회가 향력을 행사할 여지

가 없었다.

주최 순서는 각 국이 선호하는 연도에 맞추어 양보와 의를 통

해 정해졌고 개최 도시는 외 없이 국가의 수도여서 사실상 ‘수도

들의 향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처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모

두 개별 회원국의 이해 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실제 으로 집행

원회나 유럽 의회 등이 여할 여지가 없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수도 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은 각 국 간 주최 순서를 심으로

발생할 수는 있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정한 정책 갈등은 회원

국 간의 경쟁이 아니라 집행 원회 등과 회원국 간의 차원에서 발

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정책갈등’이란 하나의 정책을 운 하는 과정

에서 복수의 조직 간에 가치 내지 이해 계가 서로 충돌하는 상

황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도입기의 정책 갈등은 부재했다고 단된

다.

4.소결

정책 도입기에는 반 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분 기가 형성되

어있었다.1985년 단일유럽의정서가 체결되고 독일 통일 이후 경제

통합이 가속화 되어가는 가운데 신기능주의의 분석과 같이 유럽의

통합은 비 경제부문의 력을 필요로 했고 이러한 가운데 ‘closer

Europe’을 지향하는 문화수도 로그램이 시작된 것이다.이 시기 정

상회담의 선언문에 드러난 문화수도 로그램의 정책 목표는 ‘유럽

시민이 상호 인식을 통해 친해지는 것’이었는바 이는 매우 모호하

고 포 인 개념이었고,이를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부재했다.한편

동 선언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유럽문화수도의 행사를 주도하는

것은 각 국의 문화 장 이며,이외에 주최국의 순서 지정은 각료 이

사회의 만장일치에 따르는 ‘공동행동’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후

보도시 지명이나 집행은 주최국 내에서 이루어졌고,정책 평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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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재했다.이러한 으로 볼 때 주요한 행 자는 각료 이사회와

주최국이라 할 수 있으며 정책 목표는 불분명하 지만 각료 이사회

와 회원국 간의 마찰이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51)

결국 정책 도입기의 문화수도 로그램은 정책 목표가 추상 이

며 이를 구체 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찰되지 않았는바 모호

성의 수 은 상당히 높았다고 단된다.한편 ‘후보도시 선정-문화

수도지정-집행’과정이 사실상 주최국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상정한 정책 갈등은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때의 정책 집행양상은 Matland의 목표-갈등 모형에 의한 경우

‘실험 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제 1차 정책 변동기(1993-2004)

1.제 1차 정책 변동기(1993-2004)의 유럽 통합의 동향

1)제 1차 정책 변동기 유럽 지역의 상황

‘미완의 시 ’내지 ‘역사의 종말’이라고 불리던 1990년 이후는

소련을 시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본격 으로 체제 환을 하기 시

작하던 시기 다.세계는 소련과 미국을 시한 양극 체제에서 미국

을 심으로 하는 다극 체제로 속하게 변화하고 있었다.이러한

가운데 유럽은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이라는 외연의 확 와 정치

통합이라는 내포 심화라는 이 변화를 겪게 되었다.특히 서유

럽 지역의 국가들은 국제 정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과거 공

51)비록 21세기의 첫 해로서 2000년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해 당해 문화

수도가 되고자 하는 회원국 간의 경쟁은 존재하 으나 이는 연합과 회

원국 차원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국가 간 갈등에 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상정한 정책 갈등이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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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 국가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지 와 수용에 한 문제에

착하게 되었는바 이에 한 유럽의 반응은 외연의 확장이었다.동

유럽 국가에서 독일로 향하는 난민 문제를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함

으로써 국내에서의 정치 부담을 덜고자 했던 독일은 ⌜솅겐 조약

(Schengenagreement)⌟(1990년 6월 체결,1995년 3월 발효)을 주도

하 고 이를 후하여 유럽연합에 가입을 원했던 동유럽 8개국 등

의 신청이 2004년에 완료52)되면서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기존의 15

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 된 것이다.이후의 경제 통합 과정에서

유럽은 정치 통합으로의 내포 심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2)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의 통합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내용은 크게 3기둥 체제(3pillars)로 이루

어졌는바 제1기둥은 경제ㆍ통화통합에 한 것53)이며 제2기둥은 공

동외교 공동안보 기타 회원국이 공동의 이해를 갖는 분야에서의

공동행동에 한 것이고,제3기둥은 사법ㆍ내무 분야의 통합에 한

것이었다.경제통합 차원에서 유럽공동체는 단일유럽의정서를 통해

1992년까지 단일 시장을 형성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것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서는 화폐단일화가 병

행될 필요가 있었는바 이 작업은 30여 년을 끌어오다가 독일 통일

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한편 단일화폐가 채택되면 경제통합은 거

의 완성되지만 내외 으로 경제화폐동맹이 향력을 가지며 효율

으로 작동되도록 하려면 회원국이 외교와 안보 차원에서 더욱 긴

52)1997-1998년 사이 동유럽 8개국(체코 공화국,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

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과 지 해 2개국

(몰타,사이 러스)가 2004년 5월 1일에 가입을 완료하여 정회원국이 되

었다.

53)‘자본자유화-유럽 앙은행설립-단일통화발행’이라는 3단계에 걸친 경제

통합을 완성한다는 목표가 담겨있는바 이는 유럽통합에 하여 가장 우

선순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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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력할 필요가 있고 연합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국경

을 넘어선 상호인식과 이에 따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에서 문

화와 기타 분야가 ‘공동결정 차’의 도입에 따르는 공식 정책 역

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이에 더하여 연합의 정책은 실질 으로 회원

국 내에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 시민권 부여,치안이

나 이민 망명과 같은 사법ㆍ내무 분야의 공조가 필요하게 된 것

이다.이는 정치와 경제의 문제가 분리불가능하다는 신기능주의의

지 과 같은 맥락에서 다.54)이러한 인식 하에 1992년 2월에는 집

행 원회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보다 국 기구로서의 행

정 요소를 강화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체결되었다.55)

이처럼 경제 외의 분야에서의 회원국 간 력을 법규 차원에

서 규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이후에는 신기능주의에서 말하

는 ‘ 효과’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어 유

럽통화기구(EuropeanMonetaryInstitution,EMI)가 출범하 고 이

는 유럽 앙은행(EuropeanCentralBank,1998)설립과 유로(Euro,

1999)화 도입으로 이어졌다.56)한편 동 조약 등을 통해 ‘공동결정

차’가 도입되고 사회ㆍ문화 역까지 그 용 범 가 확 됨에 따라

집행 원회와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경제사회 원회와 지역

원회가 등장하면서 정치 통합 한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

물론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기 으로 유럽연합이 출범하는 과정

은 회원국 간의 견해 차이와 일부 국가 내에서의 부정 인 반응으

로 인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먼 ,회원국 간의 견해 차이는 정책

의 범 차원에 앞서 정책결정 차,특히 각료 이사회 내의 결정권

한을 두고 발생했다.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정치

통합에 극 이던 독일은 이사회의 정책 결정 방식을 만장일치

54)그러나 회원국에서 합법 으로 거주하고 있는 제 3국 출신인에게는 유

럽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55)유럽의회의 역할 강화,공동외교안보 정책 제시,공종화폐 사용,유럽

앙은행 설립 제시했다.

56)유럽 앙은행(EuropeanCentralBank)의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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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수결제로 바꾸고자 하 으나 이는 국과 랑스 등의 거부

로 채택되지 못했던 것이다.독일은 1990년 의 단일 화폐 사용으로

마르크화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에 한 국내의 반발과 1991년 유고

내 으로 인한 유럽 난민 문제 해결에 한 정치 부담을 유럽 차

원에서 외교안보정책을 공동정책으로 환하는 것을 포함한 정치

통합을 통해 덜고자 했으나 이를 한 독일의 안(案)은 이사회의 결

정 방식을 다수결로 환하는 것이었는바 이는 개별 회원국이 거부

권(vetorights)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안병억,2008).

결국 공동농업정책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역내 주요국으로서의 입

지를 다지고자 했던 랑스와 단일 화폐 사용은 물론 국가의 주권

침해 가능성에 해서 매우 민감하던 국의 거센 반발이 제기되었

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선 과제 던 단일화폐 합의부터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이러한 갈등에 한 타 의 결과

이사회는 문화 분야와 같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요하고 민감한’

정책에 해서는 만장일치 방식을,기타의 정책에 해서는 다수결

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으로,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국내에서 비 하는 과정 역시 순

조롭지 않았다.국내 차원에서는 정책의 범 와 련한 갈등이 일

어났는바 경제 통합 외에 정치 통합 한 강조한 이 조약이 회

원국의 국민투표를 거치는 동안 통합에 가장 극 이던 독일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 연합 차원에서 ‘지역 원회’57)라

는 기구를 설립한다는 타 이 이루어진 후에야 50% 남짓한 찬성률

에 의해 통과될 수 있었고 랑스에서도 공동농업정책 등과 련한

국민 반 속에서 50% 남짓한 찬성률에 의해 간신히 통과할 수

57)특히 독일에서는 동 조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 기구인 집행

원회나 연방 정부만이 참여할 수 있는 각료 이사회의 향력이 강화되

는 것에 하여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마찰이 첨 하 고 이는 마스트

리히트 조약에 ‘지역 원회’가 연합 차원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규정

함으로써 가까스로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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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58)이외에도 국에서는 노동시장 개방에 한 반 가 일어

나 국은 이에 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조항을 배제하기로 한

후에 동 조약이 통과되었으며,덴마크에서 동 조약은 특히 정체성을

이유로 국민 투표에서 비 거부가 일어나 세 차례 재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59)

한편 동 조약 이후에는 특히 집행 원회의 권한 강화를 둘러싸

고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불거졌다.하나는 유럽연합과 그 료 기

구로서 집행 원회 차원,다른 하나는 유럽연합과 회원국 차원에서

의 이해 계 불일치로 인한 ‘도덕 해이’내지 ‘주인- 리인 문제’

이다.우선 ‘회원국-집행 원회’의 계에서 집행 원회의 산 유용

행정 윤리에 반하는 조직 운 이 문제 되었다.1996년에 유럽의

회는 집행 원회의 재정 낭비, 산 사기, 연·지연에 따른 인사 임

용 등을 사유로 유럽연합의 산에 한 승인을 거 한 바 있다.그

러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책임성 확보 장치가 미비한 가운데

1999년 3월에는 유럽연합 집행 원회 원 20명이 원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60)이 사건은 유럽연합의 료 기구 간 견제와 균형

58)정책결정 차의 측면에서는 ‘공동결정 차’가 명시되었고 이를 결정하

는 과정에서 국 기구로서의 성격을 띠는 유럽의회와 집행 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집행 원회는 ‘조약의

수호자(theGuardianoftheTreaties)’를 자임하게 되었다.한편 공동의

정책 역이 확장되어 지역ㆍ사회ㆍ문화정책이 연합 차원에서 공식 으

로 등장하게 되었다.

59)결국 1993년 덴마크에서는 국민투표를 재실시하여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비 되었고 이로써 EC12개국에서 비 완료되면서 세 번째 Dror 원

회가 업무를 시작했다.

60)1998년 유럽 연합의 감사원이 발표한 1997년 산 집행 연례보고서에

서 당시 ÉdithCresson집행 원이 지인을 주요 보직에 등용하는 등 정

실 인사 문제,이를 감독했어야 할 JacquesSanter집행 원장의 암묵

동의에 따른 부정행 ,기타 사기 등에 의한 비정상 인 산집행

(irregularities)에 따른 비효율성과 비윤리성이 감사원의 조사에 의해 드

러나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감사원과 유럽 의회,주요 회원국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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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 기구가 더욱 책임 있고 투명

한 운 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에서는 장기 으로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정치 통합으로 인해 회원국과 연합 간의 ‘주인- 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반 로 ‘집행 원회-회원국’의 계에서는 마스트리히트 조

약에 의해 공동결정 차가 도입되면서 회원국의 도덕 해이의 발

생 가능성이 부각되었다.정책의 결정은 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구체 인 집행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 유럽 이익을 강조하는 집행 원회 유럽의회와 자국의 선호

를 최 한 추구하려는 회원국 간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정책은 근 국가의 핵심 요소인 ‘주권-국민- 토’의 어

느 하나와도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은 국가가 사라

지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

는 문화수도 로그램은 공동의 유럽문화라는 탈 토 가치를 추구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상은 회원국의 도시라는 에서는 토

성이라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연합 차원과

국가 내지 주최 도시 간의 정책 갈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3)암스테르담 조약 니스 조약과 유럽통합

한편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정치ㆍ경제 통합을 심화하기

해 동 조약을 보충하려던 암스테르담 조약과 니스 조약은 회원국의

비 조 태도로 인해 다소 불완 한 결과를 드러내게 되었다.61)문

에 직면한 Santer 원회 원이 감사원의 보고서가 출간되던 날 녁에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http://www.eknews.net/xe/(검색일 :2011.11.20)

61)먼 1997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암스테르담조약의 경우 경제

차원에서는 단일 유로화 사용에 해 부정 인 국과 덴마크,스웨

덴으로 인해 유로 존(Eurozone)과 비유로 존(non-Eurozone)이 분리되

었다.유럽 공동체가 통합의 첫 단계로 선택했던 경제 통합과 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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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책과 련하여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문화의 장’에 도입한 변

화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 하고 증진하는 것이 공동체의 새로운 의

무라고 명시한 이 특징 이다.62)

한편 2004년에 발효한 니스 조약63)은 암스테르담 조약을 보충하

여 유럽연합이 확 되는 가운데 통합의 노력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그러나 동 조약에 한 논의 시 회원국의 이해

계를 표하는 이사회의 향력을 임으로써 국 차원의 정책

결정과 집행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던 시도는 제 로

철되지 않았다.동 조약에 따르면 2005년부터 각료 이사회의 의결은

회원국 인구수에 따른 특별 다수결,회원국 과반수의 지지,유럽연

합 체 인구 62%의 지지라는 3가지 기 을 충족해야 하는 바 이는

집행 원회가 제시한 안건에 하여 각료 이사회가 자국 국민의 여

론에 근거하여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넓 주는 것이다.

특히 당시 인구를 기 으로 유럽연합의 5 국이던 독일ㆍ 랑스

ㆍ 국ㆍ이탈리아ㆍ스페인이 의도하는 로 각료 이사회의 투표권

의 수가 인구 규모에 비례 하여 재조정되었는바 이는 국 기구

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집행 원회에 비해 정부 간 회의의 성격을

가지는 각료 이사회의 권한을 높인 것이라는 비난이 통합에 극

여 국과 덴마크는 유로화 도입에 반 하며 가입하지 않았다는 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합은 미완성으로 남았다.한편 정치 차원에서는

2004년까지 모든 회원국 간에 국경을 개방하기로 하 으나 국과 아일

랜드의 반 로 인해 이들은 제외된 것이다.

62)암스테르담 조약 하에서 문화정책에 한 규정은 기존의 제128조에서

제151조로 변경되었다.

63)니스 조약이 비 되는 기간 동안,유럽 표자회의는 2002년 2월 28일

에 얼마 후인 7월 23일에 효력이 만료되는,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

에 한 조약인 리 조약에 한 유럽헌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 다.유

럽 표자회의의 작업을 기 로 하여 제의된 원문을 수정하기 한 정

부간 의회 (IGC)가 2003년 10월 4일에 로마에서 개최되었다.이것은

2004년 10월 28일,로마에서 모든 유럽 연합 지도자들에 의해 서명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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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인구 측면에서 소국이었던 네덜란드ㆍ벨기에 등에 의해 제기

된 바 있다.64)이러한 일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과 으로 마스트

리히트 조약,암스테르담 조약,니스 조약은 체로 유럽 지역의 통

합을 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분야에서 공동의 력이 가능하

도록 정책을 명문화하 다.그리고 이는 ‘유럽 연합의 수호자’로서

자임하는 집행 원회의 권한과 상이 격히 높아졌음을 보여 다.

2.정책 목표의 모호성

Monnet는 말년에 ‘만약 (유럽 통합을)다시 해야 한다면,나는

문화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비록 실에서 문화

는 신기능주의 략에 의해 정치ㆍ경제 통합보다 우선 순 에

서 려나 있었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128조에 규정되면서 면

으로 유럽연합의 정책으로 편입되었다.이는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이 차 국 인 성격을 가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조약상

의 ‘공동결정 차’가 용됨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집행 원회가 문

화수도 로그램의 실질 인 정책 제안자이자 리자 조정자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128조 제1항에서는 회원국이 국가와 지역

다양성을 존 함과 동시에 공동의 문화유산을 발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 문화의 정체성(European cultural

identity)은 문화의 다양성과 역사와 유산의 공유를 통해 창출되는

공동의 문화 역(commonculturalarena)이라는 개념을 부각시키

려는 것이다.한편 동 조 제2항은 유럽 시민이 공유하는 ‘문화와 역

사’에 하여 언 하면서 유럽 내에 거주하는 비 유럽인은 제외하여

64)

http://eu.kita.net/eukita/board/board_economy_view.jsp?bru_seqnum=9&

bru_bcode=10&bru_rcode=00&bru_ucode=10(검색일: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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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 제3항에서 이들과 제3의 문화로서 타문화와 유럽문화의 교류

를 활성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5)이는 특히 동 조 제2항과 련하

여 논란이 되었는바 유럽 지역 내에 과연 공동의 문화가 존재하는

가,제 3의 문화와 이주민은 원한 이방인인가에 한 것이었다.

문화수도 로그램의 경우는 정책 상의 토성에 비추어 볼 때 특

히 자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이를 보충하는 암스테르담 조약 제151

조에서는 기존의 ‘문화의 장’에 다양성을 존 하고 증진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라는 을 추가 으로 규정하 다.그러나 이를 후

하여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다양성 하의 통일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에 한 합의의 노력이 여 히 부재했다.이러한 가운데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강조하는 일련의 조약 규정

은 ‘공허한 정치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 을 받기도 하 으

나 문화수도 로그램의 집행과 련한 결정문에도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모호하게 반 되었다(Shore,2000).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128조에 따라 문화 정책에 한 정책 제안

권을 가지게 된 집행 원회는 향후 정책 방향에 한 ‘유럽 공동체

의 문화 활동에 한 새로운 망’(1992)66)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 다.이는 문화 정책의 시기를 크게 세 시기(1977-1982,

1983-1986,1987-1992)로 나 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표

로서 다양성과 공동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그리고 특히

시청각 상매체를 심으로 한 문화 산업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는 에서는 1980년 의 문화정책에 한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67)

65)한편 제4항은 집행 원회가 ‘동 조약의 다른 조항에 한 사항은 문화

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이는 문화와 교역,고용,경제

발 등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한 것이며 구조 기 (Structural

Funds)등을 통해 술가들의 교류 활동을 증진해야한다는 을 의도한

것이었다.

66)http://aei.pitt.edu/4836/(검색일:2011.10.02)

67)이는 문화정책에 한 이니셔티 가 되었던 일련의 보고서와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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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의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집행 원회는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특히 지역과 지방 문화의 정체성 내지

다양성과 결부시키고 있다.

“이 시기와는 두 가지 다른 이 있다:유럽 차원의 문화 활동

은 지역과 회원국의 문화 정체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이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인은 공동의 가치와 역사 유산을 공유

하도록 한다는 이다.

공동체의 문화 활동의 목표는

-유럽의 공동 문화유산을 인식하고 보존함으로써 유럽의 과거를 보

존하는 것

- 술과 문학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로그램을 통해 유럽

의 문화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를 해서는 1987-1992동안의

틀을 바꾸고 개선하여 문화 활동을 조직화해야 한다....

지방,지역,회원국과의 화를 늘려야 할 필요성:

지방,지역,회원국 차원에서 존재하는 유럽 특유의 문화 다양성은

유럽연합이 가지는 핵심 인 고유성이다.이들과의 화를 통해 집

행 원회는 공동체의 시민이 다른 지역 문화에 해 더 잘 이해하

고 공동의 문화 유산을 발견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할 것이

다.”

이처럼 집행 원회의 문화 련 보고서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서

술은 ‘다양성 하에서 공동의 정체성’을 찾아가야한다는 최소주의

연방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유럽연합 조약의 수호자를

자임하는 집행 원회로서는 연방주의의 담론에서 말하는 탈 국경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정부간회의의 방식에 의한 연합체 성격

을 가진 각료 이사회에 응하여 조직의 정당성과 실효성 있는 권

(1977년의 틴더만 보고서,1983년의 슈투트가르트정상회담선언문,1987

년의 아도니노 보고서)을 기 으로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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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확보할 수 있고,이를 해서는 주권 국가가 아닌 지역 내지

지방 정부와의 긴 한 력이 필요했던 것이다.따라서 문화의 다양

성과 통일성이 상충하지 않음을 밝히고 특히 문화 다양성은 지역

차원의 다양성으로 볼 수 있다는 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그리

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모호한 가운데 가치에 한 해석을 주도하

려는 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집행 원회의 이러한 근은 각료

이사회의 차원에서도 수용되어 1999년 문화수도 로그램에 한 결

정문 제1419호에도 반 되었다.

즉,문화수도 로그램의 목 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역과 지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럽 통합을 진하는 것이며,

...유럽문화 수도는 특히 유럽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유

함으로써 유럽 시민들 간의 상호 인식을 진하기 한 것’

이는 1983년 슈투트가르트선언문에서 강조한 ‘시민들이 보다 친해지

도록 한다.’내지 ‘보다 친 한 유럽(closerEurope)’이라는 문구에

비해 구체 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집행 원회의 보고서에서 ‘통일성’내지 ‘공동의 정체성’과

련하여서는 이를 재 정의하거나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결정문 제1419호의 부록 2(AnnexⅡ)에 시된 선정기 은

유럽 차원의 가치에 한 구체화된 규정이라기보다는 국내의 문화

정책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68)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보고서 상에

68)부록 2는 이하와 같다.

- promotion of shared artistic movements and styles in the

developmentofwhichthecityhasplayedaparticularrole,

- organisation ofartisticevents(music,dance,theatre,visualarts,

cinema,etc.)andimprovementofthepromotionandmanagementof

thearts,

-promotionofEuropeanpublicawarenessofthefiguresand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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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다양성과 조화된다는 이 꾸 히 언 되

어 있다.이러한 경향은 단락에서 언 한 이 시기 문화수도 로

그램에 한 결정문 제1419호의 정책 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으로 미루어볼 때 문화수도 로그램의 정책 목표에 규

정된 다양성과 문화의 공유는 다의 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추상 인

가치이며 이들은 서로 모순ㆍ충돌할 수 있는 계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한 공유 가능한 특징과

whichhavemarkedthehistoryandcultureofthecity,

- organisation ofspecific activities designed to encourage artistic

innovationandtogeneratenew formsofculturalactionanddialogue,

- organisation ofmeasurestoincreaseaccesstoand awarenessof

fixedandmovableartisticassetsandartisticproductionsspecifictothe

city,

- organisation ofspecificculturalprojectsdesigned tobring young

peopletothearts,

-organisationofspecificculturalprojectsdesignedtoincreasesocial

cohesion,

-takingtheplannedactivitiestoawiderpublic,particularlythrough

the use of multimedia and audiovisualmeans and a multilingual

approach,

-contributiontothedevelopmentofeconomicactivity,particularlyin

termsofemploymentandtourism,

-needtodevelophigh-qualityandinnovativeculturaltourism withdue

allowance being made for the importance in this connection of

managingtheculturalheritageonasustainablebasisandreconciling

thewishesofvisitorswiththoseofthelocalpopulation,

- organisationofprojectsdesignedtoencouragethedevelopmentof

linksbetweenthearchitecturalheritageandstrategiesfornew urban

development,

-jointorganisationofinitiativesdesignedtopromotedialoguebetween

theculturesofEuropeandtheculturesofotherpartsofthe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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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무엇을 우선 추구해야 하는 가 내지 유럽 차원에서 공유

되는 문화와 역사가 무엇인가에 해서 이를 구체화하려는 제도

움직임이 발견되지 않는바 제1차 변동기의 정책 목표는 여 히 모

호하며 그 수 도 높았다고 할 수 있다.

3.정책 갈등의 발생

1990년 에 문화수도 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특징 인 변화는

1990년 국의 래스고를 기 으로 개최지가 각 회원국의 수도 내

지 유명한 도시에서 지방 정부의 도시 심으로 이 하 다는

이다(윤성원,2010).먼 자와 련하여 흥미로운 은 마스트

리히트 조약 제3b조의 보충성 원칙69)이 차 회원국보다는 지역 차

원의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인데 이에 해서 역시 지

배 담론 연합으로서의 연방주의와 항 담론으로서 연합주의의 맥

락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문화수도 로그램

의 목표와 강조 사항에 해서 결정문 제 1419호는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6)이 로그램의 이니셔티 는 지역과 지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럽 통합을 진한다는 것이다.

69)원문은 이하와 같다.

Article3b

TheCommunityshallactwithinthelimitsofthepowersconferred

uponitbythisTreatyandoftheobjectivesassignedtoittherein.

In areas which do notfallwithin its exclusive competence,the

Community shalltakeaction,in accordancewith theprincipleof

subsidiarity,onlyifandinsofarastheobjectivesoftheproposed

actioncannotbesufficientlyachievedbytheMemberStatesandcan

therefore,byreasonofthescaleoreffectsoftheproposedaction,be

betterachievedbytheCommunity.AnyactionbytheCommunity

shallnotgobeyondwhatisnecessarytoachievetheobjectivesof

this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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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

공동체의 정책으로서 ‘유럽 문화 수도’가 시작될 것인바 이것의 목

표는 유럽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공유하며 유럽 시민들 간의

상호 인식을 진하는 것이다,

Article3

도시를 지명할 때는 조약 제151조 상의 목표에 따라 ‘유럽 차원’이

로젝트에 반 되었는지 여부를 반 해야한다....평가 기 은

ANNEX II70)와 같다.

4)2002년 12월 19일 이사회의 결의안은 문화 역에서 유럽의 력

을 진행시키기 해 Europeanaddedvalue와 mobilityofpersons

andcirculationofworksintheculturalsector71)을 강조한다.”72)

이사회에 이를 제안한 집행 원회는 지역의 다양성을 존 하고

지역 원회의 참여를 수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개별 회원국과의

갈등을 넘어서고자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1992년 2월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정치통합은 이 의 정치 력에 비해

별반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는 자국의 향력을 이는 데에 한

회원국들의 반발에 따른 결과 기 때문에 집행 원회로서는 이러한

주권 국가를 넘어서 지역 정부와 직 력함으로써 정치 통합을

70)이는 다음과 같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유럽인으로서의 자각을 제고하는지 여부

-특히 고용과 의 측면에서 경제 발 에 기여하는지 여부

-사회 결속을 높이는 로젝트를 조직했는지 여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을 만들고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해 신 인 문화 을 창출하는 지 여부

71)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3G0

118(02):EN:NOT(검색일:2011.11.18)

72)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0D0

113(01):EN:NOT (검색일: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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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고 조직의 향력을 강화하고자 하 던 것이다.그리고 이러

한 연장선상에서 문화도시를 문화수도로 개칭한 것은 유럽 지역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간다는 의지표명이었던 것이다.73)

이 결정문이 있기 에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집행

원회의 권한이 확 되었다 하더라도 문화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각료 이사회는 만장일치에 따랐기 때문에 개별 회원국의 향

력 한 작지 않았다.연합 차원에서 가장 통합이 진 된 공동통상

정책에 있어서도 문화 산업과 그 교역에 한 사항은 외로 분류

되었으며 집행 원회는 다만 ‘수평 인 차원’에서 문화 산업의 기반

이 되는 인 ㆍ물 교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이처

럼 문화는 국가의 정체성과 연계되어 국가 주권과 보충성의 원칙의

용을 받는 분야 고 집행 원회 한 ‘유럽 공동체의 문화 활동에

한 새로운 망’(1992)에서 다음과 같이 언 하여 회원국과의 권

한 충돌을 피하고자 했다.

73)2001년 12월 말 국 BBC방송은 2002년 1월1일부터 12개 회원국에

서 실물 유로화가 통용되는 것과 련하여 녁 6시 뉴스에서 당시 유

럽연합 집행 원회 로마노 로디 원장과 인터뷰를 했다.이 때 ‘유로

화 통용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BBC기자의 질문에 유럽통합에 극

이던 로디 원장은 ‘유럽합 국 (UnitedStatesofEurope)으로 가는

길이다.정치통합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간결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BBC기자가 다시 유로화라는 화폐 통용이 경제 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

인 실험이냐’고 재자 묻자 로디 원장은 다시 한 번 ‘정치통합에

이르는 큰 발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이는 유럽통합에 소극 이며 단일

화폐를 채택하지 않은 국 시청자를 자극할 수도 있는 발언이지만 유

로라는 단일화폐가 역사상 유의 실험이며 단순한 경제 논리에서 출

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http://www.eknews.net/xe/(검색일 :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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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각 회원국의 문화 정책을 보충하는 선에서 력할 수 있

으며 공동 행동은 이사회와 의회에 의해 설정되는 목표 하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유럽연합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공동체의 역할은

회원국의 보충성 원칙74)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

능하다.”

이는 제1차 변동기에 문화수도 로그램의 정책과정에서는 집행

원회의 실제 권한이 증가한 것과 련이 있다.이는 문화수도

로그램이 집행 원회 소 의 시범 정책(pilotpolicy)인 ‘칼 이도스

코 (Kleidoscope)’로그램의 하나로 편입하고 이후 결정문 제1419

호에 의해 집행 원회가 주도하는 ‘Culture2000’이라는 문화정책의

하나로 편입됨에 따라 ‘주최국 선정-후보도시 지정-문화수도지정-행

사 집행-평가’순으로 진행되는 문화수도 로그램을 둘러싼 행 자

간의 권한이 변화하면서 정책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커진 것이다.

먼 주최국 선정은 각료 이사회의 독 권한에 해당하는 것

으로 정상회담 내지 각료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국가 명을 기 으

로 알 벳 순서에 따라 연도별 주최국이 내정되지만 개별 국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만장일치’에 의해 결정

한다는 것이다.이는 단 하나의 회원국이라도 반 한다면 변경될 수

없다는 ,집행 원회가 아닌 회원국 간의 회의 결과에 따른다는

에서 주최국의 지정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요한 상징성을 가지

며 회원국들은 통합 그 자체보다는 자국과 그 도시의 홍보 기회와

74)여기에서 말하는 보충성의 원칙(subsidiaryprinciple)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 3b조에서 규정된 것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제로 한 것이지만

기 연방주의자들이 생각했던 다원성과는 구별된다.이들은 세 기독

교 사회에 존재했던 다양한 결사체와 사회가 도덕 인 교리 하에서 하

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구성의 원리를 의도했고 이는 연방을 지향하는

것이었지만, 에서 말하는 보충성의 원칙은 서로 다른 이해 계를 가진

회원국의 반발과 이에 따른 마찰을 이고자 설정한 것으로 하나의 유

럽이라기보다는 국가들의 집합인 유럽 ‘연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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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국 차원의 이익에 더 비 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

한 이유로 해서 주최국 지정은 각료 이사회의 권 사항이었다.

다음으로 후보 도시 선정과 문화수도 지정 단계에서는 이른바

‘선정 원단’을 통해 집행 원회와 유럽의회 그리고 지역 원회가

각료이사회와 공동으로 개입하게 되었다.주최국 내에서 문화수도가

되고자 하는 도시가 직 혹은 주최국을 통해 어도 행사 개시 4

년 에 각료이사회ㆍ집행 원회ㆍ유럽의회 지역 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 이 도시의 합성을 심사하기 한 선정 원단이 구성

된다.선정 원단의 6인은 주최국에서 임명하며 나머지 7인은 각료

이사회ㆍ집행 원회ㆍ유럽의회에서 각각 2명씩 임명한 6인과 지역

원회에서 임명한 1인으로 구성된다.선정 원단은 후보 도시가

‘행사를 운 할 만한 재정이 충분한 지 여부’,‘후보 도시가 내세우는

행사의 주제나 내용이 유럽차원의 가치를 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으로 심사하여 집행 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집행 원회는

이를 다시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료 이사회는 유럽

의회와 집행 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문화수도를 결정

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에서 특징 인 은 선정 원회의 심사가 문

화수도 최종 지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향력은 행사하지 못하

며 오히려 주최국 후보 도시의 로비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

다(Palmer/RaeAssosiates,2004).집행 원회의 보고는 각료 이사회

차원에서 최종 지명의 참고 사항일 뿐이며 유럽의회의 의견 한

지명 자체에 향을 주지 않는 형식 차인 바 결정문 제1419호

에서는 집행 원회나 유럽의회 등의 반 가 있는 경우에 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집행 원회나 유럽의회 등은 지정된 문화수도가 당

해 연도에 실제로 ‘유럽 가치’를 반 하는 행사를 하는지 여부에

해서 평가를 할 수도 없었다.우선 유럽 차원의 공동의 가치가 무

엇인지에 한 논의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평가에 한 기 도

모호했고,평가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도 존재하

으며 1년 단 로 서로 다른 도시가 문화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

성을 확보할만한 수단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는 바 이에 한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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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았다.무엇보다 이러한 평가는 문화수도 개최 도시에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 원회에 제출하는 것이었다는 에서

객 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정책 과정의 각 단계마다 문화수도의 후보 내지 지정도

시가 지역 내지 소속국의 특수성과 더불어 보편 가치로서 ‘유럽 차

원의 가치’를 효과 으로 발굴하고 진하는 지 여부는 감추어진 행

동(hiddenaction)으로서 문화 술의 속성 상 일일이 단하고 찰

하여 기록할 수 없었다.그래서 이는 도덕 해이의 문제를 유발하

게 되었던 것이다.실제로 제1차 변동기에서 그리스의 도시 테살로

니카에서는 투자 유치를 한 도시 홍보 행사가 주를 이루었고 오

스트리아의 도시 그라츠에서는 지역 음식 문화 축제가 행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 다(Palmer/RaeAssosiates,2004).이처럼 정책의

상이 주권 국가의 토라는 에서 지리 경계 내의 문화의 특수

성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 국 으로 공유되는 특성을

발굴한다는 목표는 상당히 추상 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럽연

합 차원의 이해 계를 변한다는 집행 원회와 회원국 내지 도시

차원에서 ‘주인- 리인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정책 갈등이란 하나

의 정책을 운 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가치 내지 이해 계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고 할 때 이 시기 문화수도 로그램은 이러

한 정책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특히 동 로그램 과정

에 집행 원회 등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실질 인 정책 제안

권 가지게 되었고,선정 원단이 결성되어 선정 심사라는 차가 명

시되었는 바 이는 문화수도 로그램을 제도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선정 원단에 한 후보 도시들의 로비 기존의 주최국의 토

내 문화수도에서 일어나는 행사 반에 하여 집행 원회와 주최

국ㆍ도시 간 ‘주인- 리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따라서 결과

으로 정책 갈등의 수 은 이 시기에 비해 높아졌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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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결

제1차 변동기에는 독일 통일과 냉 의 종식에 의해 반 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분 기가 형성되어있었다.경제 역 외에 문화 분

야를 포함하여 외교ㆍ안보,내부ㆍ사법 분야에 부분 으로나마 공동

결정 차가 도입되면서 유럽연합은 기존의 단일유럽의정서에 비해

통합의 범 가 확 되고 그 정도가 심화되었던 것이다.이러한 가운

데 문화수도를 두 개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하나의 유럽’내지 ‘통

일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유로회의론(Euro-scepticism)에 한 반응이라는 에서 통합을 지

향하는 것이었다.당시 동부유럽 국가들의 ‘통합 딜 마’,즉 연합

가입에 따른 시장 확 나 력의 이익 강화에 한 기 도 있었지

만 연합 내에서 2등 국가로 소외되는 것,정체성,자주성, 향력을

상실해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할 때 이들 지역에 매년

문화수도를 지정함으로써 유럽연합에 한 친화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김신규,2008).

그러나 문화수도 로그램의 정책 목표인 ‘유럽 문화의 다양성’,

‘유럽 차원’라는 개념은 갈등ㆍ충돌할 수 있는 계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동시에 추구되고 있었다.비록 ‘유럽 차원’이라는 개념은 다

양성과 동시에 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에도 무엇이 이에 해당하는

가에 한 방향 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이러한 가운데 공동결정

차가 도입됨에 따라 회원국ㆍ각료이사회와 집행 원회 그리고 유럽

의회,지역 원회,선정 원회가 공식 인 행 자로 등장하게 되었

다.문화 개념의 포 성과 상징 인 정책 목표의 모호성 하에서 주

요 행 자인 집행 원회와 회원국 소속의 문화 수도는 각각의

입장에서 ‘공동의 정체성’과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자의 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그리고 이는 문화ㆍ 술의 특성상 이를 평가할 객

지표가 부재했을 뿐더러 이를 결정하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특

히 집행 원회의 권한이 약하 다는 에서 비롯한 것이다.한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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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화의 다양성은 지리 경계라는 ‘토성’으로 인해 다른 유럽

차원과 연계되기 어려웠다.문화수도에서 지역 문화 간의 ‘공통

’으로서 유럽 차원의 보편성을 부각해야했으나 정작 그 보편 인

사항이 무엇인지에 한 해석이 부재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실제

문화수도 로그램을 운 하는 과정에서 주인- 리인 문제가 등장하

게 되었는바 이는 정책 도입기에 비하여 행 자 간의 정책 갈등의

수 이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제1차 변동기의 문화수도 로그램은 정책 목표가 여 히

모호하며 그 수 은 상 으로 낮아졌지만,공동결정 차의 도입으

로 인해 갈등의 수 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때의 정책 집행양상은 Matland의 목표-갈등 모형에 의한 경우 ‘상

징 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제2차 변동기(2005-2011)

1.제2차 정책 변동기 유럽 통합의 동향

이 의 시기가 유럽 연합이 연방을 향해가던 통합의 시간이었다

고 한다면 2000년 후반은 혼란의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통합의 심화에 한 유럽 시민들의 반응이 여 히 부정 이었

다.2004년 6월에 25개 회원국들이 참가한 유럽 의회 선거의 투표율

은 45.5% 는바 이는 반도 채 되지 않는 수치이다.게다가 1979년

처음으로 유럽 의회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투표율은 지속 으로 감

소하 다.75)2005년에는 통합 심화에 정 이던 랑스ㆍ네덜란드의

국민 투표에서 유럽헌법안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결국 2005년 6월

75)유럽의회의 의원선출에 한 투표율은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europarl.europa.eu/aboutparliament/en/000cdcd9d4/Turnout-

(1979-2009).html(검색일: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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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셀 회담에서 회원국들의 정상들은 유럽헌법안에 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자’고 할 수밖에 없었다.이후 이 헌법

안은 2007년 이른바 리스본 조약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특히 연합 고유의 상징ㆍ깃발ㆍ찬가 사용 등 유럽 차원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조항은 삭제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약은 2008년

12월 아일랜드에서의 국민 투표 결과 비 거부로 인해 다시 한 번

보류된 후 2009년 10월에 간신히 통과하여 동년 12월에 발효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유럽연합과 유럽 시민간의 불 화

음을 보여주는 표 인 사례이다.그리고 이를 계기로,회원국의

정부 연합의 기구를 심으로 하는 엘리트 주도의 통합이 국내

여론과 분리된 채 ‘로부터의 동원’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는 비 이 확산되었다(Bulmer& Lequesne,2004).그래서 유럽연합

의 정책과정에서는 정치인이나 이익 집단의 로비가 아니라 시민이

나 시민 단체 기타 정책 상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한 정책 네크워

크(policynetwork)의 내지 공개 토론회가 열리기 시작하 다. 표

인 것이 공동농업정책의 개 방향에 해 2010년 집행 원회가

시민을 상으로 연 공개토론회,2019년 이후의 문화수도 로그램의

개선방향에 해 2010년 집행 원회가 유럽 시민을 상으로 연 온

라인 공개토론회,2010년 집행 원회의 산에 의해 구성된 ‘문화수

도정책네트워크(EuropeanCapitalsofCulturePolicyGroup)’이 그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과 회원국 차원에서도 불 화음이 존재하고 있었

다.이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해 리스본 조약에서는 기존의 조약

하에서 연합과 회원국이 정책 할의 모호성으로 인해 집행 원회

와 각료이사회 간의 권한 배분에 한 갈등이 상존하 다는 에

착안하여 ‘연합의 배타 권한-회원국의 배타 권한-연합과 회원국

의 공동 권한’ 역이 구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그러나

문화 분야의 경우 집행 원회와 회원국은 공동통상정책의 범주에

문화 산업과 교역을 포함할 것인가에 하여 갈등을 빚게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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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이유로 문화 산업과 교역은 동 조

약 제207조에서 공동통상정책의 외 사항으로 규정되었다.그리고

문화 산업을 제외한 문화ㆍ 술의 교류와 행사에 한 사항은 제

167조에서 공동 권한 사항이 되었다.이는 통상과 같이 개별 국가의

경제 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서는 각 국이 배타 인 권한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비 조가 일어나며,공동의 행사나 교류와 같

이 비경제 인 분야에서 집행 원회나 유럽의회에 폭 인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회의 이라는 을 시사한다.결국 문화 분야에서는

여 히 연합과 회원국 간의 권한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이를 둘러싸

고 공동결정 차와 보충성의 원칙이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되

었다.이에 더하여 2008년 미국의 융 기가 유럽에 불황과 재정

기를 불러옴으로써 일부 유로 존 회원국은 유로 존을 탈퇴하려는

움직임마 일어나고 있는 바 경제통합을 시작으로 확 와 심화를

거쳐 왔던 유럽 지역의 통합은 최근 분열에 다가서는 양상을 보이

기도 한다.76)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수도 로그램이 지향하던 ‘하나

의 유럽’은 ‘시민의 유럽’과 ‘지역의 유럽’을 강조하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바 이하에서 분석하고자한다.

76)2011년 그리스의 재정 기와 신용 등 강등을 기 으로 비슷한 기

를 맞고 있는 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경

제 상황이 좋은 북유럽 국가들은 유로화를 탈퇴하고 자체 공용화폐인 `

노르드-유로(Nord-euro)̀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독일산업연맹

(BDI) 표를 지낸 경제학자 HansHenkel은 최근 독일 Develt기고문

에서 ‘유로존에서 북유럽을 분리해 별도 통화인 노르드 유로를 만들자’

면서 ‘경제력이 차이 나는 나라들이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로맨스

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노르드유로 통화권에는 경제력이 등한

독일 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핀란드 등 7개국

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16546

(검색일: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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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 목표의 구체화

Palmer/Rae Associates의 보고서에 의하면,‘공동의 정체성’과

‘다양성’이라는 모호한 정책 목표를 두고 집행 원회와 회원국은

보편과 특수의 차원에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하면서 립했다.

그리고 이는 문화수도 로그램을 운 하는 데 있어 ‘주인- 리인 문

제’를 내용으로 하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집행 원회는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극 으로 해석하면서 회원국과의 갈등의

수 은 낮추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이후의 문화수도 로그램의 개선방향에 해 2010년 집행

원회가 시민을 상으로 연 온라인 공개토론회,2010년 집행 원회

의 산에 의해 구성된 ‘문화수도정책네트워크(EuropeanCapitalsof

CulturePolicyGroup)’이 그것이다.이는 최소주의 연방주의 략

에 강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집행 원회의 이러한 략은 유

럽 지역의 통합에 해서 연방주의가 지배 담론으로서 정책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담론 연합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각료 이사회는 2006년 ‘문화 표 의 다양성을 진하고 보호하기

한 회의’이라는 결정문을 냈다.여기에서는 문화 정책의 목표와

문화수도 로그램 상의 ‘다양성’을 해석하기 한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유럽 연합과 다른 지역의 력을 강조하는 세 개 (e),(h),(i)

항을 제외하고 결정문이 강조한 목표는 이하와 같다.

“목

(a)문화 인 표 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진하는 것

(b)상호 호혜 인 방식으로 문화가 번 하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

(c)문화 표 의 다양성을 존 하고 이를 진하며 지역,국가,국제

차원의 가치에 한 인식을 높이는 것

(d)정체성과 가치,의미를 달하는 문화 행동,상품과 서비스의 고

유한 특성을 인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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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주권 국가가 그들의 토 내에서 문화 표 의 다양성을 보호하

고 진하기 해 기존의 정책과 정책 수단을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Article4정의

1.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이란 집단이나 사회가 문화를 표 하는 방식이다.이

러한 표 은 집단과 사회 내ㆍ외로 해진다.

문화 다양성은 문화 유산의 태로 표 된 것 외에 술가의

창작,이와 련한 일련의 보호조치,생산,보 ,배분과 이를 향유

하는 것을 포함하며 기술 인 수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4.문화 활동과 상품 서비스

이는 문화 표 을 내포하거나 달할 의도가 고려된 상품과 서비

스 혹은 상업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은 활동을 포함한다.문화 활

동은 결과 으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공 에 기여한다.”

5.문화 산업

문화산업이란 4.에서 언 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배분하는

산업을 말한다.”77)

의 규정에서 (g)항목은 집행 원회가 지역과 지방 차원의 다양

성을 강조하던 것과는 비교되는 목이다.이와 같이 다양성을 인식

하는 경우에 실제 개최도시에서 문화수도 행사 운 시 회원국이

집행 원회 등과의 계에 있어 주인- 리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한편 이후의 제1항목에서 문화 다양성에 해 정의하고 있

는 바 이에 따르면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술가의 작품 활

동과 련한 일련의 보호조치-생산-보 -배분이라는 과정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보 -배분이라는 시장의 매커니즘과 유사하게 보고

7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6D0

515:EN:NOT(검색일: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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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이는 제4,5항목의 문화 산업78)과 연계한 것이다.이는 기존

의 집행 원회가 보고서 등을 통해 주로 지역과 지방 차원의 다양

성을 강조하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방주의의 이상

과 다소 거리가 있다.문화 다양성이 산업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

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화 정책의 정당성을 경제 이해 계와 결

부시키고 있다는 에서 문화 수도 로그램 도입기에 발표된

‘Adonino보고서’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 산업

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래 회원국이 배타 권한 역으로 주장한

것이라는 에서 와 같은 언 은 연방주의가 지배 담론으로서

확고히 자리하지 못하 음을 시사한다.이는 2010년의 유럽 문화수

도 로그램이 시행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에 집행 원회의 발표 자

료에서도 나타난다.다음은 이 자료의 서론과 결론에서 특히 강조하

는 부분이다.

“

문화수도들은 유럽인이 만나고 서로의 다양성은 배움과 동시에 공

동의 역사와 가치를 즐기고 유럽 공동체에 한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는 출발 이다.유럽문화수도(ECoC)라는 타이틀은 강한 ‘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잠재 으로 그리고 사회ㆍ경제 으로

요한 편익을 다.....이는 지속가능하고 보다 명한(smart)경제

성장을 한 EU-2020strategy상으로도 요하다....재정 기는

ECoC의 사업 산에도 향을 다.그러나 문화 산업은 경제

기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식 기반 경제에서 요한 사회ㆍ경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따라서 ECoC등을 통해 각 국의 술가

와 정치가 그리고 문화 련 사업가들이 국 으로 력하여 미래

를 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79)

78)Throsby(2000)는 와 같은 매커니즘을 창조 산업으로서 문화 산업의

가치 사슬로 보아 이를 문화산업의 핵심 인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다.

79)http://ec.europa.eu/culture/documents/conclusions_ecoc.pdf

(검색일: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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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결론 부분의 총 6단락 다섯 단락이 문화수도 로그램

은 경제 이익을 가져온다는 에 할애되고 있다.이는 문화수도

로그램의 정책목표 ‘다양성’에 한 해석이 재까지 일 성 있

는 방향을 구축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한편 ‘공동의 정체성’내지 ‘공유의 역사와 문화’는 정책 도입기와

제 1차 변동기에서도 꾸 히 언 되고 있으나 어떠한 부가 인 언

없이 다양성과 병존한다는 을 강조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제 2차 변동기에 들어서는 결정문 제1622호에 의해 ‘유럽 차

원’이라는 단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동 결정문에 따르면 이는 세 가지 차원에서 악할 수 있는바,

“⒜ 문화기획자, 술가 그리고 어떠한 문화 분야에서나 다른 회원

국들의 도시 간 력 진

⒝ 유럽의 문화다양성과 풍요로움 강조

⒞ 유럽문화의 공통 을 면에 부각”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이를 통해 볼 때 유럽 차원이란 문화의 다양

성과 이것이 제된 력(a)와 (b)에 상 으로 큰 비 을 두고 있

는 것임을 알 수 있다.(c)의 문화의 공통 이란 ‘통일성’내지 ‘공동

의 정체성’에 더 가까운 가치이지만 여 히 단순한 규정에 그칠 뿐

어떤 구체 인 해석이나 해석의 방향을 담고 있지 못한다.따라서

제2차 변동기의 문화수도 로그램의 정책 목표는 다의 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추상 인 가치가 둘 이상 존재하면서 서로 모순ㆍ충돌

가능한 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추구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여 히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다만,이러한 목표가 추상 이기

는 하지만 결정문을 통해서 유럽 차원의 가치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찰되며 특히 다양성과 련하여서는 이를 산업 측면

과 연계하여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집행 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강

조되고 있다는 에서 모호성의 수 이 지난 시기에 비해 낮아졌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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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 갈등의 조정

한편 지배 담론으로서의 연방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는 결정문 제1622호에 따른 제도상의 변화가

일어났다.이는 크게 두 가지인바 하나는 MelinaMercouri상(이하

Melina상)을 제정하면서 재정 지원의 인센티 를 부가하기 시작하

다는 이다.다른 하나는 정책 평가와 피드백 기능이 강화되었는

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자문ㆍ평가 원회와 정책 네트워크로서 ‘유

럽문화수도정책그룹(EuropeanCapitalsofCulturePolicyGroup)’이

구성되었다.두 가지 변화와 한 구체 인 규정은 이하와 같다.

“제3조.신청

3.문화 로그램은 ‘유럽 차원’과 ‘도시와 시민들’이라는 두개의 범주

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기 에 따라야 한다.

‘유럽 차원’

⒜ 문화기획자, 술가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도시 간

력을 진한다.

⒝ 유럽의 문화다양성의 풍요로움을 강조한다.

⒞ 유럽문화의 공통 을 면에 세운다.

‘도시와 시민들’

⒜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물론 해당도시와 그 주변도시의 시민들의

심을 불러일으킨다.

⒝ 도시의 장기문화발 과 지속 으로 유지되고 통합 이어야 한다.

제 9조. 기 모니터링

1.지정된 문화수도는 행사 비를 해 행사가 시작되기 최소한

27개월 내에 원회에 기 인 보고서를 발행할 것이며 집행 원회는

이 보고서에 해 독립 인 평가를 할 것이다.

2.행사가 시작하기 24개월 내에 집행 원회는 유럽의회,

각료이사회,집행 원회와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된 도시들의

로그램시작을 한 책임당국에 의해 지명된 7명의 문가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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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원회’를 구성할 것이다.이 원회는 특히 로그램의 유럽

부가가치에 한 이벤트 비를 평가하기 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감시 원회는 활동의 목표와 기 과 동일 선상에서 진행될 단계들과

행사 비와 선정 원회의 보고서에 언 된 권고안에 한

기모니터링보고서를 발행할 것이다.이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원회,도시들 그리고 회원국에 이송될 것이며 집행 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될 것이다.

제11조.포상

제 10조 상 보고서에 토 를 두고서 원회는 그들의 로그램이

활동의 기 에 합치되고 선정기간 동안 원회에 의해 마련된 권고안

그리고 제9조와 제10조에 련된 선정과 감시기간에 원회들에 의해

마련된 권고안을 마련한 지정된 도시에 상을 주는 것이다.이 상은

제3조에 특수화된 로그램의 목표들과 일치된 로그램의 질에 해

포상할 것이다.

제12조 평가

매년 집행 원회는 이 결정에 언 된 활동의 목표와 기 에 일치하여

이 의 유럽문화수도이벤트결과에 한 외부에 의뢰된 독립 인 평가를

보증할 것이다.평가에 한 보고서는 집행 원회에 의해 유럽의회,

이사회와 지역 원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 히 주최국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각료 이

사회의 소 사항이었으나 ‘주최국 내에서 후보 도시 지정-문화수도

지정-행사 집행-평가’과정에서 집행 원회를 비롯한 유럽 의회와 지

역 원회의 권한이 상 으로 증가하게 되었다.제1변동기와 달리

주최국에서는 후보 도시를 복수로 지명하여 도시 간 경쟁을 유도하

도록 하면서 ‘유럽 차원’을 기 으로 한 선정 원단의 평가가 비교

향력을 가지며,문화수도 지정 이후에도 집행 원회가 인터넷

을 통해 개최 도시의 행사진행 사항을 검하면서 이를 통해

Melina 상과 포상 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이처럼

Melina상이 제정됨과 동시에 150만 유로 남짓의 지원액은 무조건



- 94 -

지 되는 보조 형식에서 일정한 요건을 총족하는 한에 지 되는

‘인센티 ’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의 수단이 변화하게 되었는바 이

는 그동안 ‘주인- 리인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특히 ‘유럽 차원’의 행사 내지 공동의 문화 ㆍ역사 정체

성을 발굴하는 것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서 찰이나 감

시가 어려웠지만 심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모호하기는 하지만 ‘유

럽 차원’과 ‘시민’이라는 기 을 제시하면서 이를 인센티 로 활용하

는 것 구속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단된다.한편 이러한 기 은

평가에도 활용되었고 그 결과는 유럽문화수도정책공동체를 통해 피

드백이 가능해진 것이다.

4.소결

제2차 변동기에는 리스본 조약 하에서 각 정책 분야별로 유럽의

회의 권한이 확 되고 각료 이사회의 의사결정방식에 다수결 방식

이 확 용되면서 통합의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2005

년 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국민 투표 부결,2008년 아일랜드에서 비

실패를 겪는 과정에서 유럽헌법을 염두에 두고 제안되었던 리스

본 조약은 특히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부분(깃발ㆍ공동의

찬가 등)을 제외하는 등의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연방주의가 구구하

던 정도의 통합 심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그러나 유럽연합과 회원

국의 권한 배분을 명시하고 외교ㆍ안보 역은 물론 결속 차원에서

지역ㆍ사회ㆍ문화 등의 다양한 역에서 공동결정 차의 용이 확

장되었다.비록 문화 산업은 동 조약 제207조에 의하여 회원국의 배

타 권한으로 규정되었지만 제167조에 의하여 비경제 인 문화ㆍ

술 분야에서는 각료 이사회와 유럽의회를 공동결정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역에서 각료이사회 내 의사결정을 만장일치가 아닌 다

수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회원국의 향력을 이고 유럽연합

차원의 이해 계가 보다 효율 으로 용될 수 있도록 하 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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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문화수도 로그램 25주년 기념 보고서’에서는 동 로그

램의 강 으로 특히 과 홍보에 의한 경제 효과를 면 으로

부각하면서 문화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기도 하 다.이는 최근

의 경제 기에 한 로그램의 정당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이

로그램이 장기 으로 지속되게 하기 해서는 ‘하나의 유럽’이나 ‘유

럽 고유의 정체성’보다는 경제 이익이 보다 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을 제로 하는 바 연방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이

는 오히려 통합의 동인을 끌어내기 한 략으로 단된다.

이처럼 통합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화수도 로그램의 정

책 목표인 ‘문화의 다양성’,‘유럽 차원’라는 개념은 갈등ㆍ충돌할

수 있는 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동시에 추구되고 있었다.

리스본 조약 제167조와 결정문 제649호나 결정문 제1622호에서 ‘다

양성’을 지역의 정체성이나 고유의 문화와 연계하여 언 함으로써

이 가치가 국가 차원의 다양성이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지역 차원

의 다양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회원국의 국가 정체성,국가

차원의 문화 다양성을 넘어서 ‘지역의 유럽’을 염두에 둔 해석이라

는 은 제1차 변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유럽 차원’이라는 한

여 히 모호하기는 하지만 결정문 제1622호에 의하여 그 해석의 방

향이 제시되고 있다는 에서 이 시기인 제 1차 변동기에 비해

모호성의 수 이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리스본 조약 제167조에 의하여 문화수도 로그램

의 ‘공동결정 차’에서는 집행 원회에 유럽의회의 권한이 더욱 강

화되고 각료이사회의 권한은 상 으로 어들었으며 결정문 제

167호에 의해 자문ㆍ평가 원회가 추가 인 행 자로 등장하게 되

었다.이로써 주요 행 자인 집행 원회ㆍ유럽 의회와 회원국 소

속의 문화수도는 차 상호 연결 되었다.그러나 후보도시 선정 과

정부터 집행 원회의 모니터링 과정 평가와 피드백을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인- 리인 문제’는 두 가지 제도 변화에 의해

지난 시기에 비해 오히려 어들 것으로 상된다.먼 정책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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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일치 수단으로서 인센티 시스템에 의한 포상 (Melina상 )이

기존의 무조건 보조 을 체했으며,다음으로 집행 원회에 의해

역 문화수도와 후보 도시를 심으로 이루어진 ‘유럽문화수도정책

공동체’가 결성되면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효과 으로 피드

백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감추어진 행동 내지 도덕 해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특히 유럽문화수도정책공동체는 다른 유럽

지역과의 교류를 제도화함으로써 지리 경계라는 ‘토성’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결국 제2차 변동기의 문

화수도 로그램은 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의 수 이 모두 낮아

졌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시기의 정책 집행양상은 Matland의 목표-

갈등 모형에 의한 경우 ‘리 집행’을 향해 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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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1.연구 결과 요약

1985년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유럽 문화수도 로그램은 역동

인 변화를 거쳐 왔는바 본 연구에서는 이 로그램의 자세한 운

방식이나 평가보다는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의 수 에 따라서 정책

변동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다.그 결과

우선 정책 도입기인 1985-1991년 사이에는 문화수도 로그램을 운

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동일했다는 에서 갈등의 수 은 매우 낮

았으나 ‘공통의 유럽 문화와 역사’내지 ‘통일성’이라는 목표와 ‘지역

ㆍ지방ㆍ국가의 문화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 기 때문에 목표의

모호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이 시기에는 지배 인 담론으로서 연

방주의가 확고하게 자리하지 못하 으며 따라서 당시 문화수도

로그램은 유럽 각 국 수도들의 향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는

Matland가 말한 실험 집행에 해당한다.Matland에 의하면 이러한

집행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집행자의 이니셔티 와 행 자들의

물 ㆍ인 ㆍ정치 자원이라고 했는바 당시의 회원국이 모든 자원

을 조달하며 극 으로 추진해갔다는 은 이 시기의 문화수도

로그램이 실험 단계에 해당하면서 향후 정책이 더욱 확장되어 갈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목표 모호성-갈등 모형에서와 같이 1990년 -2000년

반에 들어서 문화수도 로그램은 정책 요성이 부각되어 유럽

연합의 산 지원을 받게 되는 등 확장기에 이르 다.공동결정 차

에 따라 선정과정에서 이사회 뿐 아니라 유럽의회ㆍ집행 원회ㆍ지

역 원회ㆍ 문가 패 이 참여하여 그 차를 명문화 하 으며,선

정된 도시는 행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그러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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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여 히 ‘공동의 유럽 문화와 역사’와 ‘지역ㆍ지방ㆍ국가차원

의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 이고 모호한 상태로 규정되어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 원회 등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유럽연합의

수호자’로서 집행 원회와 문화 수도 지정이라는 정책 기회의 창을

통해 산업 활성화ㆍ고용 창출ㆍ도시 홍보 정치 선 효과

라는 다른 이해 계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와 소속 국가의 차원

에서 갈등의 수 이 높아지게 되었다.그리고 문화라는 개념의 불분

명성과 공동결정 차 하에서 정책 상의 ‘토성’으로 인해 집행

원회와 주최도시 소속 국가 사이에서 주인- 리인 문제가 발생

하게 되었다.갈등 수 이 높으나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 원회는 보고서 등을 통해 ‘공동의 정체성,유럽 인 문화’를

‘다양성’과 연계하여 해석하고자 하 는 바.이는 최소주의 연방주

의에 근거한 것으로 회원국을 넘어 지역ㆍ지방과 직 력하려던

것이었다.특히 유럽연합 조약이후 지역 원회가 등장한 것은 집행

원회가 최소 주의 연방주의를 지향하는 데 친화 인 제도 환

경으로 작용하 다.이처럼 목표의 모호성이 여 히 높은 상태에서

갈등의 수 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때의 정책 양상은 상징 인 집

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특히 Matland가 지 한 바와 같이 집행

원회에 의해 정책 목표에 한 해석의 우 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이는 경제 통합을 해서는 문화 수단이 필요하다고 여

겼으며,동시에 문화의 산업 측면에 주목한 회원국들의 불분명한

입장 하에서 지역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이러

한 가운데 문화수도 로그램은 2000년 반에 이르면서 성공 인

사례로서 해외의 벤치마킹 상이 되었다.

한편 2004년 이래 동유럽국가를 심으로 10개국이 가입한 이후

문화수도 로그램은 다시 한 번 변화를 거쳤다.우선 정책 목표 차

원에서 다양성에 한 해석의 이 역사 으로 형성되고 공유해

야하는 범 유럽의 문화 가치로부터 문화 산업의 바탕이 되기 때

문에 요한 다양성으로 변화한 것이다.이는 1990년 부터 문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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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보호주의에 입각하여 다양성을 해석해온 랑스의 입장과 유사

한 것으로 제1차 정책 변동기에서도 다양성을 이러한 견지로 해석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본격 으로 결정문으로서 명문화된 것은 주

목할 만한 이다. 한 Melina상을 제정하면서 지원 액을 ‘유럽

차원’의 기 등을 지원의 요건으로 하고 비록 선정단계에서라도 이

러한 요건이 행사의 내용에 부합할 것인지를 문가 패 을 통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집행을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검토한 두 개의 주요 문서에서 정책 목표로서

통일성이나 유럽의 정체성 보다는 경제 이해 계에 가까운 측면

에서 문화 다양성을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지며 이는 목표의

모호성을 낮추어가려는 노력이라고 단된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이 단계에 비해 다소 구체화되었으며 갈등의 가능성 한 차

낮아지고 있는바 이 시기의 정책은 차 리 집행에 가까워지려

는 의도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경우 정책의 성

공은 인 ㆍ물 ㆍ정치 자원이라는 기본 인 성공요건 외에 정책

상 집단의 순응도이며 이러한 순응을 확보하기 한 기제가 체계

화되어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이 정책 양상에 향

을 미친 결과를 Matland의 모형에 근거한 가설과 련하여 검증하

고자 했다.그 결과 문화수도 로그램은 정책 도입기에서는 실험

집행,제1차 변동기에서는 상징 집행 그리고 제2차 변동기에서는

리 집행의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그리고 그 단계마다 정책

성공에 필요한 요소들이 작용함으로써 이 로그램은 더욱 확장되

어 체계화되고 있으며 해외의 벤치마킹 상이 되고 있다.따라서

분석의 결과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로그램은 Matland의 목표 모호

성-갈등 모형에 따른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본 연구

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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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시사 과 한계

본 연구는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의 수 이 정책 변동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을 사례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자 했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이는 특히 문화 개념의 포 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정책

목표와 평가의 기 이 주 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는 문화정책

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다양성 하의 통일성’,‘지역 다양성 하

의 공동의 정체성’과 같이 정책의 목표가 일견 모호한 경우에는 이

를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행 자 간의 경쟁 양상에 따라 목

표가 구체화 될 것이며,정책 결정과 집행에 한 권한이 첩됨으

로 인해 갈등의 수 이 높은 경우에는 행 자 간의 권한 배분 조정

혹은 인센티 기제를 활용을 통해 그 수 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집행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며,각 집행 양상 별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략 한 달라질 것이다.이러한 에 비

추어 볼 때본 연구에서 분석한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로그램의 변

동은 회원국과 국 기구 간 정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특히 국 거버 스 기제가 확산되고 있는 국

제 행정 분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국제 행정에서는 최상

권 체가 부재하는 가운데 입법권과 행정권이 첩되고 있는바 유

럽연합은 그 표 인 사례라 할 수 있다.이러한 유럽연합이 국

가 정체성을 만들기 해 고안한 문화정책은 역사 건축물 보존,

제 3세계와의 교류,이주민과 소수 민족의 정체성 배려,청소년 교

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 가장 성공 이고 표 인 사

례로 언 되는 문화수도 로그램은 ‘수도’가 가지는 토성으로 인

해 지리 경계를 넘어서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즉 최소

주의 연방주의에 의해 ‘지역의 유럽’을 만든다 해도 이는 다시 지

역 이해 계의 한계와 마주하게 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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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주시를 심으로 진행되는

동아시아문화 심도시는 정치 수사(politicalrhetoric)에 그친 채

한국 혹은 주 지역만의 산업 육성에 천착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 심도시’라는 명칭이 진정

한 상징성을 가지기 해서는 ‘과연 동아시아 특유의 문화가 존재하

는가,존재한다 해도 통일성과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보편과 특수의

충돌은 어떠한 담론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이를 둘러싼 국

내외 행 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한 제도

해결 장치는 무엇인가’에 한 성찰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문화수도 로그램을 단순히 거버 스 구조에 치

우치기 보다는 정책 목표와 갈등의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여 범

분석을 택하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 차원에서 정체성

의 정치와 미시 차원에서 역 문화 수도 사례를 구체 으로 연

계하여 분석하려는 노력을 결여한 ,‘문화 다양성’라는 개념은

랑스가 자국의 문화 산업을 보호하기 해 나온 것이라는 정치경제

배경을 본격 으로 다루지 못한 등에서 상당한 한계를 노정

하고 있는바 이에 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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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문화부 장 결의문

RESOLUTION oftheMinistersresponsibleforCulturalAffairs,

meetingwithintheCouncil,of13June1985concerningtheannual

event'EuropeanCityofCulture'(85/C153/02)

I.Aim andcontentTheMinistersresponsibleforCulturalAffairs

considerthatthe'EuropeanCityofCulture'eventshouldbethe

expression ofaculturewhich,in itshistoricalemergenceand

contemporary development, is characterized by having both

commonelementsandarichnessbornofdiversity.Theevent

hasbeenestablishedtohelpbringthepeoplesoftheMember

Statesclosertogether,butaccountshould betaken ofwider

European culturalaffinities.Theeventshould open up tothe

European publicparticularaspects ofthe cultureofthecity,

regionorcountryconcerned.Itmayalsoconcentrateonthecity

concernedanumberofculturalcontributionsfrom otherMember

States,primarily for the benefit of the inhabitants of the

particularregion.Between thesetwopoles,awidevariety of

emphasescanbeplacedandinter-relatedthemeschosensoasto

enhancethecityconcernedandmarktheparticularoccasion,if

any,whichhasprovidedareasonforchoosingit.II.Selection

criteriaAsageneralrule,onlyone'EuropeanCityofCulture'

should bechosen each calendaryear.Each yearoneMember

Stateshouldholdtheevent.Thedecisiononthechoiceofcity

mustbetakenatleasttwoyearsinadvance,soastoallow

properarrangementstobemade.TheMemberStatesshouldin

principle follow each otherin alphabeticalorder.They may,

however,alterthechronologicalorderofeventsbyagreeme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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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oneroundoftheMemberStatesshouldbecompleted

beforeanotheroneisbegun.III.OrganizationandfinanceThe

Member States in which the designated 'European City of

Culture'liesdecideswhichauthorityinsidetheMemberStates

willtakeresponsibility fororganizing andfinancing theevent.

Giventhattheeventformspartofculturalcooperationamong

the Member States, these should be associated with its

preparation and kept regularly informed of progress.Other

European and,whereappropriate,non-European countriesmay

alsobeassociatedwiththepreparationoftheevent.Ministers

responsibleforCulturalAffairsintheMemberStatesshouldif

possibleattendtheopeningceremony.MemberStatesshouldtake

allpossiblestepstopublicizetheeventwidely.RESOLUTIONof

theMinistersresponsibleforCulturalAffairs,meetingwithinthe

Council,of13June1985concerning theannualevent'European

CityofCulture'(85/C153/02)

[부록 2]결정문 제1419호

DECISION1419/1999/ECOFTHEEUROPEAN PARLIAMENT AND

OFTHECOUNCILof25May1999

establishingaCommunityactionfortheEuropeanCapitalofCulture

eventfortheyears2005to2019

Article1

A Communityactionentitled"EuropeanCapitalofCulture"shallbe

established.Its objective shallbe to highlightthe richness and

diversityofEuropeanculturesandthefeaturestheyshare,aswell

as to promote greater mutual acquaintance between European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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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2

1.Onecity ofaMemberStateshallbedesignatedasEuropean

CapitalofCulture,inturn,assetoutinAnnexI.Thechronological

ordersetoutin Annex Imay bealtered by mutualagreement

between the Member States concerned. The nomination or

nominations shallbe notified to the European Parliament,the

Council,theCommissionandtheCommitteeoftheRegionsbythe

MemberStateconcerned,possiblyaccompaniedbyarecommendation

from thelatter,nolaterthanfouryearsbeforetheeventinquestion

isduetobegin.

2.TheCommissionshalleachyearform aselectionpanelwhich

shallissueareportonthenominationornominationsjudgedagainst

theobjectivesandcharacteristicsofthisaction.Theselectionpanel

shallbecomposed ofseven leading independentfigureswhoare

expertsontheculturalsector,ofwhom twoshallbeappointedby

the European Parliament, two by the Council, two by the

CommissionandonebytheCommitteeoftheRegions.Theselection

panelshallsubmitits reportto the Commission,the European

ParliamentandtheCouncil.

3.The European Parliament may forward an opinion to the

Commissiononthenominationornominationsnotlaterthanthree

months after receipt of the report.The Council,acting on a

recommendationfrom theCommissiondrawnupinthelightofthe

opinion ofthe European Parliamentand ofthe selection panel's

report,shallofficiallydesignatethecityinquestionasaEuropean

CapitalofCulturefortheyearforwhichithasbeennominated.

Article3

The nomination shall include a cultural project of European

dimension,basedprincipally on culturalcooperation,in accordance

withtheobjectivesandactionprovidedforbyArticle151ofthe

Treaty.

Thesubmissionshallspecifyhow thenominatedcityint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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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highlightartisticmovementsandstylessharedbyEuropeans

which ithas inspired or to which it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promoteeventsinvolvingpeopleactiveinculturefrom other

citiesinMemberStatesandleadingtolastingculturalcooperation,

andtofostertheirmovementwithintheEuropeanUnion,

- to supportand develop creative work,which is an essential

elementinanyculturalpolicy,

-toensurethemobilisationandparticipationoflargesectionsof

thepopulationand,asaconsequence,thesocialimpactoftheaction

anditscontinuitybeyondtheyearoftheevents,

-toencouragethereceptionofcitizensoftheUnionandthewidest

possibledisseminationofthevariouseventsbyemployingallforms

ofmultimedia,

-topromotedialoguebetweenEuropeanculturesandthosefrom

otherpartsoftheworldand,inthatspirit,tooptimisetheopening

upto,andunderstandingofothers,whicharefundamentalcultural

values,

-toexploitthehistoricheritage,urbanarchitectureandqualityof

lifeinthecity.

Article4

Europeannon-membercountriesmayparticipateinthisaction.Any

such country may nominate one city as a European Capitalof

CultureandshouldnotifyitsnominationtotheEuropeanParliament,

theCouncil,theCommissionandtheCommitteeoftheRegions.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on a recommendation from the

Commission,shallofficiallydesignateoneofthesenominatedcities

asaEuropeanCapitalofCultureforeachyear,bearinginmindthe

desirabilityoffouryears'preparationtime.

Article5

Eachcityshallorganiseaprogrammeofculturaleventshighlighting

thecity'sowncultureandculturalheritageaswellasitsplac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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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ommonculturalheritage,andinvolvingpeopleconcernedwith

culturalactivitiesfrom otherEuropean countrieswith aview to

establishinglastingcooperation.Inadditiontotheforegoing,thelist

indicatingplanningandevaluationcriteriasetoutinAnnexIIshould

be taken into accountto the greatest possible extentby the

designated city in planning its programme. In principle this

programmeshould lastoneyearbutasan exception designated

citiesmayoptforashorterperiodoftime.Citiesmaychooseto

involve theirsurrounding region in theirprogramme.A linkage

betweentheprogrammesofthedesignatedcitiesofthesameyear

shouldbemade.

Article6

Each yeartheCommission shallproduceareportevaluating the

resultsofthepreviousyear'sevent,includingananalysisbythe

organisers ofthe latter.This reportshallbe presented to the

EuropeanParliament,theCouncilandtheCommitteeoftheRegions.

TheCommissionmayalsomakeanyproposalsforrevisionofthis

Decisionwhichitjudgesnecessaryforthesmoothoperationofthis

actionand,inparticular,withaview tothefutureenlargementof

theUnion.

DoneatBrussels,25May1999.

ANNEX I. ORDER OF ENTITLEMENT TO NOMINATE A

EUROPEANCAPITALOFCULTURE

ANNEX II. LIST INDICATING PLANNING AND EVALUATION

CRITERIA

Possibleelementsofdesignatedcities'programmes:

- promotion of shared artistic movements and styles in the

developmentofwhichthecityhasplayedaparticularrole,

-organisationofartisticevents(music,dance,theatre,visualarts,

cinema,etc.)andimprovementofthepromotionandmanagementof

thearts,

-promotionofEuropeanpublicawarenessofthefiguresand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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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havemarkedthehistoryandcultureofthecity,

- organisation ofspecificactivitiesdesignedtoencourageartistic

innovation and to generate new forms of culturalaction and

dialogue,

-organisationofmeasurestoincreaseaccesstoandawarenessof

fixedandmovableartisticassetsandartisticproductionsspecificto

thecity,

-organisationofspecificculturalprojectsdesignedtobringyoung

peopletothearts,

-organisationofspecificculturalprojectsdesignedtoincreasesocial

cohesion,

-takingtheplannedactivitiestoawiderpublic,particularlythrough

theuseofmultimedia and audiovisualmeansand amultilingual

approach,

-contributiontothedevelopmentofeconomicactivity,particularly

intermsofemploymentandtourism,

-needtodevelophigh-qualityandinnovativeculturaltourism with

dueallowancebeingmadefortheimportanceinthisconnectionof

managingtheculturalheritageonasustainablebasisandreconciling

thewishesofvisitorswiththoseofthelocalpopulation,

-organisationofprojectsdesignedtoencouragethedevelopmentof

linksbetweenthearchitecturalheritageandstrategiesfornew urban

development,

- jointorganisation ofinitiatives designed to promote dialogue

betweentheculturesofEuropeandtheculturesofotherpartsof

the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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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결정문 제649호

Decision No 649/2005/EC oftheEuropean Parliamentand ofthe

Councilof 13 April2005,amending Decision No 1419/1999/EC

establishingaCommunityactionfortheEuropeanCapitalofCulture

eventfortheyears2005to201

Article1

DecisionNo1419/1999/ECisherebyamendedasfollows:

1.ThefollowingRecitalshallbeinserted:

"(12a) Whereas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financial

consequencesofthisDecisioninsuchawayastoensurethatthere

isadequateandappropriateCommunityfundingforthedesignation

oftwoEuropeanCapitalsofCulture;";

2.Article2(1)shallbereplacedbythefollowing:

"1.CitiesinMemberStatesshallbedesignatedasEuropeanCapital

ofCulture,inturn,assetoutonthelistcontainedinAnnexI.Up

until2008inclusive,thedesignationshallapplytoonecityofthe

Member State appearing on the list.From 2009 onwards,the

designationshallapplytoonecityofeachoftheMemberStates

appearingonthelist.ThechronologicalordersetoutinAnnexI

maybealteredbymutualagreementbetweentheMemberStates

concerned.EachMemberStateshallsubmit,inturn,itsnomination

ofoneormorecitiestotheEuropeanParliament,theCouncil,the

Commission and theCommitteeoftheRegions.Thisnomination

shallbesubmitted no laterthan fouryearsbeforetheeventin

question is due to begin and may be accompanied by a

recommendationfrom theMemberStateconcerned.";

3.AnnexIshallbereplacedbythetextappearingintheAnnexto

this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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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HostCountry Year HostCountry

2005 Ireland 2013 France,Slovakia

2006 Greece 2014 Sweden,Latvia
2007 Luxembourg 2015 Belgium,CzechRepublic

2008 UnitedKingdom 2016 Spain,Poland

2009 Austria,Lithuania 2017 Denmark,Cyprus
2010 Germany,Hungary 2018 Netherlands,Malta

2011 Finland,Estonia 2019 Italy
2012 Portugal,Slovenia

Article2

This Decision shallenter into force on the twentieth day

followingitspublicationintheOfficialJournaloftheEuropean

Union.

Itshallapplyfrom 1May2004.

DoneatStrasbourg,13April2005.

--------------------------------------------------

ANNEX

ORDER OF ENTITLEMENT TO NOMINATE A "EUROPEAN

CAPITALOFCULTURE"

[부록 4]결정문 제1622호

DecisionNo1622/2006/ECoftheEuropeanParliamentandofthe

Councilof24October2006

Article1Subjectmatter

A Community action entitled "European CapitalofCulture"is

herebyestablishedinordertohighlighttherichnessanddiversity

ofEuropeanculturesandthefeaturestheyshare,aswellasto

promotegreatermutualunderstandingbetweenEuropeancitizens.

Article2Accesstoth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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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itiesin MemberStatesand in countriesacceding to the

EuropeanUnionafter31December2006shallbeentitledtobe

designatedasEuropeanCapitalsofCultureforoneyear,inthe

ordersetoutintheAnnex.

2.ThedesignationshallapplytoonecityineachoftheMember

StatesappearinginthelistintheAnnex.

Thechronologicalordergiven in thatlistmay bealtered by

mutualagreementbetweentheMemberStatesconcerned.

Article3Applications

1.Everyapplicationshallincludeaculturalprogrammewitha

Europeandimension,basedprincipallyonculturalcooperation,in

accordancewiththeobjectivesandactionprovidedforbyArticle

151oftheTreaty.

2.The culturalprogramme of the event shallbe created

specificallyfortheEuropeanCapitalofCultureyear,highlighting

theEuropean addedvaluein accordancewith thecriterialaid

downinArticle4.

3.Theprogrammeshallbeconsistentwithanynationalcultural

strategy or policy ofthe relevantMember State or,where

applicable undera MemberState*s institutionalarrangements,

any regionalculturalstrategies,on condition thatany such

strategyorpolicydoesnotaim torestrictthenumberofcities

whichmaybeconsideredfordesignationasEuropeanCapitalsof

CultureunderthisDecision.

4.Theprogrammeshalllastoneyear.Indulyjustifiedcases

designatedcitiesmayoptforashorterperiod.

5.A linkagebetweentheprogrammesofthedesignatedcitiesof

thesameyearshallbemade.

6.Citiesmaychoosetoinvolvetheirsurroundingregionsintheir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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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4Criteriafortheculturalprogramme

The cultural programme shall fulfil the following criteria,

subdivided intotwocategories,"theEuropean Dimension"and

"CityandCitizens":

1.Asregards"theEuropeanDimension",theprogrammeshall:

(a)foster cooperation between culturaloperators,artists and

citiesfrom therelevantMemberStatesandotherMemberStates

inanyculturalsector;

(b)highlighttherichnessofculturaldiversityinEurope;

(c)bringthecommonaspectsofEuropeanculturestothefore.

2.Asregards"CityandCitizens"theprogrammeshall:

(a)fostertheparticipationofthecitizenslivinginthecityand

itssurroundingsandraisetheirinterestaswellastheinterestof

citizensfrom abroad;

(b)besustainable and bean integralpartofthe long-term

culturalandsocialdevelopmentofthecity.

Article5Submissionofapplications

1.A callforsubmissionofapplicationsshallbepublishedby

eachoftheMemberStatesconcernednolaterthansixyears

beforetheeventinquestionisduetobegin.

Eachcallforsubmissionofapplications,aimedatthecandidate

citiesforthetitle,shallrefertothecriterialaiddowninArticle

4andtheguidanceavailableontheCommissionwebsite.

The deadline forsubmitting applications undereach callfor

submissionofapplicationsshallbescheduled10monthsafterits

publicationatthelatest.

An application submitted under a call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sshallpresenttheoutlineoftheprogrammewhichthe

candidatecityplanstorealiseforthegivenyear.

2.Applications shallbe notified to the Commission by the

MemberState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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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6Selectionpanel

1.A selectionpanelshallbeestablishedforeachMemberState

concernedtoassesstheapplicationsofthecandidatecities.Each

panelshallrecommendthenominationofonecityintheMember

Stateconcerned.

2.Eachselectionpanelshallconsistof13members,sevenof

which shall be the persons nominated by the European

institutionsasreferred to in paragraph 4.Theremaining six

membersshallbenominatedbytheMemberStateconcernedin

consultationwiththeCommission.TheMemberStateconcerned

shallthenappointtheselectionpanel.Thepanelshalldesignate

itschairmanfrom amongthepersonsnominatedbytheEuropean

Parliament,theCouncil,theCommissionandtheCommitteeof

theRegions.

3.Theselectionpanelmembersshallbeindependentexpertswith

noconflictsofinterestwithregardtothecitieswhichresponded

tothecallforsubmissionofapplications,andwithsubstantial

experienceandexpertisein theculturalsector,in thecultural

developmentofcitiesorintheorganisationofaEuropeanCapital

ofCulture.

4.The European institutions shallnominate the members of

selectionpanelsforthreeyearsasfollows:twomembersshallbe

nominatedbytheEuropeanParliament,twobytheCouncil,two

bytheCommissionandonebytheCommitteeoftheRegions.

Bywayofexception,inthefirstyearduringwhichthisDecision

isinforce,twoexpertsshallbenominatedbytheCommission

foroneyear,twobytheEuropeanParliamentfortwoyears,two

bytheCouncilforthreeyears,andonebytheCommitteeofthe

Regionsforthree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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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7Pre-selection

1.EachoftheMemberStatesconcernedshallconvenetherelevant

selectionpanelasreferredtoinArticle6forapre-selectionmeeting

nolaterthanfiveyearsbeforetheeventisduetobegin.

2.Theselectionpanelshallassesstheapplicationsofthecities

which responded to the callfor submission of applications

accordingtothecriterialaiddownin

Article4.

Itshallagreeonashort-listofcandidatecitieswhicharetobe

consideredfurtherandissueareportontheapplicationsofthe

candidate cities and recommendations to the short-listed

candidatecities.

3.Theselection panelshallsubmititsreporttotheMember

StateconcernedandtotheCommission.Each oftheMember

Statesconcernedshallformallyapprovetheshort-listbasedon

thereportoftheselectionpanel.

Article8Finalselection

1. The short-listed candidate cities shall complete their

applicationsandtransmitthem totheMemberStatesconcerned,

whichshallthenforwardthem totheCommission.

2.Each ofthe MemberStates concerned shallconvene the

relevantselectionpanel,forfinalselection,ninemonthsafterthe

pre-selectionmeeting.

3.Theselectionpanelshallevaluatetheamendedprogrammesof

theshort-listedcandidatecitiesaccordingtothecriteriaofthis

actionandtherecommendationsissuedbythepanelduringits

pre-selectionmeeting.

4.Theselectionpanelshallissueareportontheprogrammesof

theshort-listedcandidatecitiestogetherwitharecommendation

forthenominationofonecityintheMemberStateconcernedas

EuropeanCapitalof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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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portshallalsocontain recommendationstotheselected

cityconcerningtheprogressandthearrangementstobemade

bythegivenyear,ifdesignatedasEuropeanCapitalofCulture

bytheCouncil.ThereportshallbesubmittedtotheMember

StateconcernedandtotheCommission.Itshallbepublishedon

theCommissionwebsite.

Article9Designation

1.EachoftheMemberStatesconcernedshallnominateonecity

tobeEuropeanCapitalofCultureandshallnotifytheEuropean

Parliament,theCouncil,theCommissionandtheCommitteeof

theRegionsthereof,nolaterthanfouryearsbeforetheeventis

duetobegin.

Thenotificationmustbeaccompaniedbyajustificationforthe

nominationbasedonthereportsoftheselectionpanel.

The nomination shalltake into accountthe recommendations

issuedbytheselectionpanel.

2.The European Parliamentmay forward an opinion to the

Commission no laterthan three months afterreceiptofthe

nominationsoftheMemberStatesconcerned.

3. The Council, acting on a recommendation from the

CommissiondrawnupinthelightoftheopinionoftheEuropean

Parliamentand the justificationsbased on thereportsofthe

selectionpanels,shallofficiallydesignatethecitiesinquestionas

EuropeanCapitalsofCulturefortheyearforwhichtheyhave

beennominated.

Article10Monitoringandadvisorypanel

1.A monitoring and advisory panelshallbe established to

monitortheimplementationoftheobjectivesandcriteriaofthe

actionandprovideEuropeanCapitalsofCulturewithsupportand

guidancefrom thetimeoftheirdesignationtothestartofthe

EuropeanCapitalofCultureevent.



- 123 -

2.Thepanelshallconsistofthesevenexpertsnominatedbythe

European Parliament,the Council,the Commission and the

Committee ofthe Reg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6(4).In

addition,theMemberStateconcernedmaynominateanobserver

tothispanel.

3.The cities concerned shallissue progress reports to the

Commissionnolaterthanthreemonthsbeforethemeetingsof

thepanel.

4. The Commission shall convene the panel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city concerned. The panel shall be

convenedontwooccasionstogiveadviceon,andtotakestock

of,thepreparationsfortheeventwithaview tohelpingcitiesto

develop a high-quality programme with a strong European

dimension.Itsfirstmeetingshalltakeplacenolaterthantwo

yearsbeforetheevent;itssecondmeetingshalltakeplaceno

laterthaneightmonthsbeforetheevent.

5.Aftereachmeeting,thepanelshallissueareportonthestate

ofpreparationsfortheeventandanystepstobetaken.The

reportsshallpayparticularattentiontotheEuropeanaddedvalue

oftheeventinaccordancewiththecriteriasetoutinArticle4

and the recommendations laid down in the reports of the

selectionandthemonitoringandadvisorypanels.

6.ThereportsshallbeforwardedtotheCommissionandtothe

citiesandMemberStatesconcerned.Theyshallalsobepublished

ontheCommissionwebsite.

Article11Prize

Onthebasisofthereportissuedbythemonitoringandadvisory

panelafteritssecondmeetingasreferredtoinArticle10(4),a

pecuniaryprizeinhonourofMelinaMercourishallbeawardedto

thedesignatedcitiesbytheCommissionprovidedthattheymeet

thecriterialaiddown in Article4andhaveimplemented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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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madebytheselectionandthemonitoringand

advisorypanels.Theprizeshallbeawardedinfullnolaterthan

threemonthsbeforethestartoftherelevantyear.

Article12Evaluation

Each year the Commission shall ensure the external and

independentevaluationoftheresultsoftheEuropeanCapitalof

Culture eventofthe previous year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sandcriteriaoftheactionlaiddowninthisDecision.

TheCommissionshallpresentareportonthatevaluationtothe

European Parliament,the Counciland the Committee ofthe

RegionsbytheendoftheyearfollowingtheEuropeanCapitalof

Cultureevent.

Article13Repeal

DecisionNo1419/1999/ECisherebyrepealed.ThatDecisionshall

howevercontinuetoapplyinthecaseofcitieswhichhavebeen

designatedasEuropeanCapitalsofCulturefor2007,2008and

2009.

Article14Transitionalprovisions

1.ThecitiesdesignatedasEuropeanCapitalsofCulturefor2010

onthebasisofDecisionNo1419/1999/ECshallbesubjecttothe

monitoringprocesslaiddowninArticle10ofthisDecision.The

Commissionshallawardaprizetothedesignatedcitiesonthe

basisofArticle11ofthisDecision.

2.Bywayofderogationfrom Articles3to9,thenominations

forEuropeanCapitalsofCultureconcerningtheyears2011and

2012shallbegovernedbythefollowingdecisionprocedure:

(a)Citiesin MemberStatesshallbedesignated asEuropean

CapitalofCulture,assetoutintheAnnex.(b)EachMember

Stateshallsubmit,assetoutintheAnnex,itsnominationof

oneormorecitiestotheEuropeanParliament,theCouncil,the

CommissionandtheCommitteeoftheRegions.(c)A nomination



- 125 -

shallbesubmittednolaterthanfouryearsbeforetheeventin

question is due to begin and may be accompanied by a

recommendation from the Member State concerned.(d) The

Commissionshalleachyearform aselectionpanelwhichshall

issueareportonthenominationornominationsjudgedagainst

theobjectivesandcharacteristicsofthisaction.(e)Theselection

panelshallbecomposedofseven leading independentpersons

whoareexpertsontheculturalsector,ofwhom twoshallbe

appointedbytheEuropeanParliament,twobytheCouncil,two

bytheCommissionandonebytheCommitteeoftheRegions.

(f)TheselectionpanelshallsubmititsreporttotheCommission,

the European Parliamentand the Council.(g)The European

Parliamentmay forwardanopiniontotheCommissiononthe

nomination or nominations no later than three months after

receiptofthereport.

(h) The Council, acting on a recommendation from the

CommissiondrawnupinthelightoftheopinionoftheEuropean

Parliamentand ofthe selection panel's report,shallofficially

designatethecityinquestionasaEuropeanCapitalofCulture

fortheyearforwhichithasbeennominated.

3.Bywayofderogationfrom Article4,thecriteriasetoutin

Article3ofandAnnex IItoDecision No1419/1999/EC shall

applyinthecaseofEuropeanCapitalsofCulturefor2010,2011

and 2012,unless the city in question decides to base its

programmeonthecriteriasetoutinArticle4ofthisDecision.

Article15Entryintoforce

ThisDecisionshallenterintoforceonthe20thdayfollowingits

publicationintheOfficialJournaloftheEuropeanUnion.

Itshallapplyfrom 1January2007,withtheexceptionofArticle

5,whichshallapplyfrom 23November2006.

DoneatStrasbourg,24Octobe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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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HistCountry Year HostCountry

2007 Luxembourg,Romania 2014 Sweden,Latvia

2008 UnitedKingdom 2015 Belgium,CzechRepublic
2009 Austria,Lithuania 2016 Spain,Poland

2010 Germany,Hungary 2017 Denmark,Cyprus

2011 Finland,Estonia 2018 Netherlands,Malta
2012 Portugal,Slovenia 2019 Italy,Bulgaria

2013 France,Slovakia

--------------------------------------------------

ANNEX

Orderofentitlementtonominatea"EuropeanCapitalofCulture"

[1]Ireland was entitled to nominate a "European Capitalof

Culture"in2005andGreecein2006.

[2]UnderthetermsofDecisionNo1419/1999/EC,theRomanian

cityofSibiuwasdesignatedasEuropeanCapitalofCulturefor

theyear2007.

[3]SubjecttoitsaccessiontotheEU,Bulgariawillparticipatein

theEuropeanCapitalofCultureeventof2019.

[부록 5]마스트리히트 조약 제128조

‘TITLEIX.CULTUREArticle128

1.The Community shallcontribute to the flowering ofthe

culturesoftheMemberStates,whilerespecting theirnational

andregionaldiversityandatthesametimebringingthecommon

culturalheritagetothefore.

2.Action by the Community shallbe aimed atencouraging

cooperationbetweenMemberStatesand,ifnecessary,supporting

andsupplementingtheiractioninthefollowingareas:

- improvementofthe knowledge and dissemination 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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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andhistoryoftheEuropeanpeoples;

- conservationandsafeguardingofculturalheritageofEuropean

significance;

- non-commercialculturalexchanges;

- artistic and literary creation,including in the audiovisual

sector.

3. The Community and the Member States shall foster

cooperationwiththirdcountriesandthecompetentinternational

organizationsinthesphereofculture,inparticulartheCouncilof

Europe.

4.TheCommunityshalltakeculturalaspectsintoaccountinits

actionunderotherprovisionsofthisTreaty.

5.In ordertocontributetotheachievementoftheobjectives

referredtointhisArticle,theCouncil:

- actinginaccordancewiththeprocedurereferredtoinArticle

189bandafterconsulting theCommitteeoftheRegions,shall

adoptincentive measures,excluding any harmonization ofthe

lawsandregulationsoftheMemberStates.TheCouncilshall

actunanimouslythroughouttheproceduresreferredtoinArticle

189b;

-actingunanimouslyonaproposalfrom theCommission,shall

adopt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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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암스테르담 조약 제151호

CULTUREArticle151(exArticle128)

1.The Community shallcontribute to the flowering ofthe

culturesoftheMemberStates,whilerespecting theirnational

andregionaldiversityandatthesametimebringingthecommon

culturalheritagetothefore.

2.Action by the Community shallbe aimed atencouraging

cooperationbetweenMemberStatesand,ifnecessary,supporting

andsupplementingtheiractioninthefollowingareas:

-improvementoftheknowledgeanddisseminationoftheculture

andhistoryoftheEuropeanpeoples;

-conservationandsafeguardingofculturalheritageofEuropean

significance;-non-commercialculturalexchanges;

-artisticandliterarycreation,includingintheaudiovisualsector.

3. The Community and the Member States shall foster

cooperationwiththirdcountriesandthecompetentinternational

organisationsinthesphereofculture,inparticulartheCouncilof

Europe.

4.TheCommunityshalltakeculturalaspectsintoaccountinits

actionunderotherprovisionsofthisTreaty,inparticularinorder

torespectandtopromotethediversityofitscultures.

5.In ordertocontributetotheachievementoftheobjectives

referredtointhisArticle,theCouncil:

-actinginaccordancewiththeprocedurereferredtoinArticle

251and afterconsulting theCommitteeoftheRegions,shall

adoptincentive measures,excluding any harmonisation ofthe

lawsandregulationsoftheMemberStates.TheCouncilshall

actunanimouslythroughouttheprocedurereferredtoinArticle

251;

-actingunanimouslyonaproposalfrom theCommission,shall

adopt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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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리스본 조약 제167호

Culture126)Article151(5)shallbeamendedasfollows:

(a)intheintroductoryphrase,thewords"theCouncil"shallbe

deleted;(b)thefirstsentenceofthefirstindentshallbeginwith

thewords"theEuropeanParliamentandtheCouncil,acting",and

thesecondsentenceofthefirstindentshallbedeleted;(c)inthe

secondindent,thewords"actingunanimously"shallbedeleted

andtheindentshallbeginwiththewords"theCouncil,ona

proposal".

Article167

1.TheUnionshallcontributetothefloweringoftheculturesof

theMemberStates,whilerespecting theirnationalandregional

diversity and atthesametime bringing the common cultural

heritagetothefore.

2.ActionbytheUnionshallbeaimedatencouragingcooperation

between Member States and, if necessary, supporting and

supplementingtheiractioninthefollowingareas:

– improvementoftheknowledgeanddisseminationoftheculture

andhistoryoftheEuropeanpeoples,

– conservationandsafeguardingofculturalheritageofEuropean

significance

– non-commercialculturalexchanges,

– artisticandliterarycreation,includingintheaudiovisualsector.

3.TheUnionandtheMemberStatesshallfostercooperationwith

thirdcountriesandthecompetentinternationalorganisationsinthe

sphereofculture,inparticulartheCouncilofEurope.

4.TheUnionshalltakeculturalaspectsintoaccountinitsaction

underotherprovisionsoftheTreaties,inparticularinorderto

respectandtopromotethediversityofitscultures.

5.In ordertocontributetotheachievementoftheobjectives

referredtointhi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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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EuropeanParliamentandtheCouncilactinginaccordance

with theordinary legislativeprocedureandafterconsulting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shall adopt incentive measures,

excludinganyharmonisationofthelawsandregulationsofthe

MemberStates.

– theCouncil,onaproposalfrom theCommission,shalladopt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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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tudyonPolicyChangeof

‘EuropeanCapitalsofCulture’

Kim,InOh

DepartmentofPublicAdministr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Cultureisthepoliticalmatter.Inthisglobalsociety,culture

has been recognized as a means of activating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s. But cultural policy of international

institution connotes the duality between member states and

supernationalbureaucracy.‘European CapitalsofCulture(ECoC)’

reflectstheaspectofpoliticsaboutEuropean integration.The

memberstates seek to assure theircontrolpowerunderthe

internationalcooperation and,the Commission wants to form

‘European federal government’,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internationalcooperation.Buttherehasneverbeenanyconsensus

aboutthe degree ofEuropean integration,Itmakes the goal

ambiguity ofECoC.Meanwhile,thememberstatestakesome

benefits,opportunitiesofdevelopingtouristindustry,constructing

culturalinfrastructure,publicizinglocalornationalspeciality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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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from ‘ECoC'.And,theCommission,as‘theguardianof

theUnion’sTreaty’,canexpanditspowertoculturalareaand

reinforceitslegitimacy by leading theprogram.Thissituation

caused the conflicts under ‘co-decision making procedure'.

Accordingto‘GoalAmbiguity-ConflictsMatrix',thelevelofgoal

ambiguity,called‘UnityinDiversity’,andoftheconflictslike

‘principal-agentproblem’betweentheCommissionandthecapital

cities(orthehostcountriesasamemberstate)causedthepolicy

change from experimental implementation to symbolic

implementationandadministrativeimplementation.

keywords:EuropeanCapitalsofCulture,goalambiguity,policy

conflicts,co-decisionmakingprocedure,policychange

StudentNumber:201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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