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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유럽통합은 혼히 자전거에 비유되곤 한다. 자전거가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지듯， 유럽통합도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좌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전거가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직진하는 것은 아니다. 1966년 회원국가 

의 거부권을 인정한 룩셈부르그 타협(Luxembourg Compromise)에서 볼 수 있듯 

이， 유럽통합의 과정은 심회{deepening)라는 하나의 방향을 갖는 직선으로 묘사 

될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유럽통합의 정체 또는 후퇴로 평가되는 시기 

0966-1985년)에도 통합의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을 발견한다. 1978년 

유럽통화체제(European Monetary System) 결성 합의， 1979년 유럽으의}회(European 

Parl 

를 ‘초국가성'(sup야ra때na때tlona때litη띠y)의 증대와 등치할 수 있다면， 이 초국가성은 단선 

적 경로가 아닌 복합적 사건의 벡터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근대의 국가중심적 체제에서 그 체제를 부정할 수도 있는 초국가 

주의 또는 탈국가중심적(non-state centric) 경향이 둥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의 기억 때문이었다 유럽통합의 시발점이자 초국가적 

제도의 맹아를 담고 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처!](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는 전쟁을 방지하려는 유럽 엘리뜨의 정치적 고안물이었다{구영록 

1997b, 24-5; Koo 1970) 이후， 평화의 쟁취를 위한 탈국가중심적 전략은 마치 

기능주의 통합이론의 주요 가정인 침투확산(spill-over)의 효과처럼， 공동시장의 

형성을 통한 공동의 경제적 번영이라는 목표를 포함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정치경제의 지구화 현상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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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의에서 탈국가중심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구 

영록 1997a). 

유럽통합은 이 시대적 문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계기로 엘리뜨의 유럽이 아닌 

‘시민의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민국 

가가 여전히 정치적 정당성과 권력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유럽연합 차원의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모 

색되고 있다{ch디stiansen 1997; Hix 1997; Nentwich and Falkner 1997; Nickel 

1998; Erne et al. 1995). 더 나아가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체(polity)가， 형 

성중인 ‘의회민주주의’ 체계인가 아니면 초국가적 수준의 비다수주의적 

(non-majoritarian) 제도를 이용하여 효율성의 제고를 도모하는 ‘규제국 

가’(regulatory state)인가， 라는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Deho따se 1998; Majone ed. 

1996; Wessels 1996; Wessels and Diedrichs 1997). 

국민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책도구가 유럽연합으로 이전되고 있 

기 때문에， 다른 국제기구에서와 달리， 유럽연합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가 심각하게J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Wessels and Diedrichs 1997). 이 과정 

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제도 가운데 하나7~， 유럽연합 정책의 제안과 

실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다 회원국가 정부 

의 임명에 의해 구성되는 집행위원회가 선출된 대표자 또는 유권자의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 규제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정당한가， 라는 질문 

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의회나 회원국가의 의회를 통한 통제가 전통적 사고에 

서 도출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규제국가 이론가들은 집행위원회로의 권력위 

임이 사회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이 독 

립기관의 민주적 책임성은 ‘결과’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있다는 기능적 관점을 

제시한대Majone 1996). 

어느 입장을 취하든， 이 논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제도로서 집행 

위원회의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을 새로운 정치체 

또는 정치체계로 전제하고， 집행위원회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유럽연합의 ‘내 

부’ 동학을 천착하는 연구는 상당 정도 진척된 상태디~Cini 1996; Andersen and 

Eliassen 1993; Cf. 구갑우 1998a) 그러나 그 정치체의 ‘대외적’ 측면에 주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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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즉， 우리는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형태를 둘러 

싼 논쟁의 맥락에서， 집행위원회가 단순히 개별 회원국가들의 집합행동을 위 

한 체계라는 의미를 념어서서 자신의 고유한 제도적 자원 및 자기이익을 갖고 

기능하는 ‘국제적 행위자’(internatio때 actor)인기-(Kenis and Schneider 1987), l) 라 

는 질문을 제기하려 한다. 이 글에서는， 대외정책의 영역에서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1982년-1997년까지 진행된 통신 서비스 시장 

의 자유화를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유럽연합의 이익’을 대표하려 했 

던 집행위원회의 국제적 활동을 검토한다 

II. 분석툴 빛 가셜 

이 연구는， 일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국제 통신협상의 무대에서 국민국 

가의 정부처럼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내정치와 국 

제정치의 연계 및 국제협상에 대한 일반균형 분석인 ‘양면게임’(two-Ievel games) 

이론{Putnam 1988)을 기본 분석툴로 사용한다. 그러나 집행위원회가 정부처럼 

행동한다고 가정하면서도 유럽연합이라는 독특한 정치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양면게임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첫째， 양면게임 이론에 따르면 국제정치의 국내적 요인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정당， 사회계급， 이익집단을 포함하는 정치로 상정된다. 이 내부적 요인 

이 유럽연합에서는， 개별 회원국가의 국내정치를 반영하는 회원국가간 정치[정 

치 1}과 유럽차원의 이익집단 및 정당정치[정치 2}로 나타나고 있디-(Cf. 

Greenwood 1997; Hix and Lord 1997). {정치 1}과 [정치 2}의 관계에 있어， 국민 

국가체계가 유지되는 한 [정치 1}의 궁극적 우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유 

럽통합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정치 가운데 어느 것이 유럽통합 

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인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정 

세의존적 판단이 불가피하다. 

1) Kenis and Schneider( 1987)은 1970년대의 화학제품 통제 및 다자간 섬유협정의 체결을 둘러 

싼 협상과정을 분석하면서 집행위원회가 국제협상에서 단일한 행위자로 활동했다고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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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면게임 이론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협상의 단계를 협상담당자 

사이의 잠정적 합의 도출을 위한 1단계와 이의 비준을 위한 내부구성원 사이 

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2단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두 단계와 더불어 무엇이 

국가이익인가를 잠정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전단계를 설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잠정적 합의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 회원국가들이 협상의제에 대해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따라서 협상담당자 사이의 잠정적 합의 이전의 정부간 협상단계[정치 l}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협상의 어떤 의제가 정책통합의 정도를 반영하는 

정책형태 예를 들어， 정책조정， 공동정책， 단일정책(Haas 1976)- 로 존재할 

경우에만， 집행위원회는 국제적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다. 

이 부분 수정에 기초하여 이 연구의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유럽연합 통신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협상결과를 

지지할 정치적 연합이 유럽연합 내부에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 

신정책의 통합수준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연합의 결속도가 강하면 강할 수록 

집행위원회의 국제적 역할은 강화될 것이다. 최소한， ‘거래비용의 감소’라는 측 

면에서도 회원국가의 정부들이 국제협상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결과의 비준을 위한 승리집협'(w따set)이 커질 것이다. 

<가설 2>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집행위원회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다. 첫 

째， 협상결과를 비준하는 기구인 유럽연합 각료회의의 의사결정방식이 만장일 

치일 경우 승리집합이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특정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일 경우 승리집합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둘째， {정치 1]과 [정치 2] 

로 표현되듯 유럽연합의 이익대표 방식의 이중적 구조 때문에 집행위원회의 

대내적 자율성은 국민국가 정부가 누리는 자율성 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 

<가설 3> 집행위원회는 대외정책에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협상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발적 배신’을 감행할 회원국가의 숫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배선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유럽차원의 이익집단과 연합하거나 또는 

협상 상대국의 자원을 동원하여 자발적 배신이 예상되는 회원국가에 압력을 

가하려 할 것이다 즉， 협상의 대리인(agent) C(l 집행위원회는 협상과정을 통해 

자신의 대내적 자율성 특히 회원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동 

기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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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 국제적 행위자로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법적 근거 

유럽공동체의 설립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동관세정책 및 공동체 내부의 

무역장벽 제거로 대표되는 공동 통상정책의 수립이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의 

조약들에는 집행위원회가 국제적 행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 

련되어 었다. 로마조약 3(b)조에는 제 삼국에 대한 공동관세 및 공동 통상정책 

의 수립이 공동체의 목표로 규정되어 있고， 110조에서 116조까지에는 공동 통 

상정책의 구체적 내용 빛 그것의 실행을 위한 정책도구가 담겨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공동 통상정책의 실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조 

항이 113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관세율， 관세 및 무역협정의 체결， 자유화 조 

치에서 통일성의 획득， 수출정책， 그리고 자유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 조처들 

과 관련하여 공동 통상정책은 통일된 원칙에 기반하도록 규정되어 었다ü항). 

그리고 공동 통상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집행위원회가 각료회의에 그 계획을 

제얀하고(2항)， 제 삼국과의 협정에 협상이 펼요한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각료 

회의에 협상을 개시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ü항) 

그러나 이 협상은， 각료회의가 임명한 회원국가의 대표들로 구성된 특별위원 

회와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β항) 이 특별위원회가 이른바 ‘ 113조 

위원회’2)(A띠c1e 113 Commirree)q. 그리고 이 113조와 관련된 통상정책의 실행 
에 있어 각료회의는 ‘특정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나， 통신부문과 같이 국민국가가 보호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던 산업 

부문에서 집행위원회가 국제적 행위자 또는 협상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보호무역체제 하에서는 국민국가 정부의 결정이 다른 어 

떤 권위체의 결정 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고， 다자간 협상보다는 쌍무적 또는 

일방적 보호조처들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이후 유럽공동 

체 국가들과 일본의 무역분쟁이 심화되었을 때， 회원국가들은 공동입장을 취 

2) 집행위원회로 정책실행이 위임될 때，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감독과 지원을 받는다， 이 과정을 유럽연합에서는 ‘위원회 절차’(comirology)라 부 

른디-(Br때ley 1992; Dog없1 1997; EP 1997). 

)) 그러나 회원국가의 독자적 행동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115조에는 긴급한 경우 회 
원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이후 다른 회원국가 및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도 

록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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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이한 입장을 견지했디-(Rugman and Verbeke 1990, 80). 특 

히，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무역장벽이나 투자장벽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각 

국은 의견을 달리했다. 독일과 유럽공동체 소국만이 전반적인 무역자유화 정 

책을 지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위원회의 국제적 역할은 회원국가의 

최소 공통분모에 기초한 쌍무적 협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Kf. Howell et 

al. 1992, 410). 

1979년 OECD 사무국이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1982년 가을 미국정부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툴 내에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을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 

도.(Snape 1993), 유럽공동체는 이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미국정부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집행위원회 내부에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검 

토하는 특별모임이 구성되었다고 한대Nicolaidis 1992, 166-7). 특히， 통신부문 

에서는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이 입안되지 않은 상태였고， 유럽국가들의 공동이 

익은 유럽차원의 통신관련 정부간 기구인 CEPT(Conférence de Européene des 

Postes et des Télécommunications)를 통해 대표되 고 었는 상황이 었다 

N. 우루과이 라운드 통신협상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할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 1983년’부터 통신정책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 

작했다-(CEC 1983a; 1983b). 통신이 로마조약에 명시된 정책영역이 아니었음에 

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가 이 영역에서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로부터의 개방압력과 다국적 기업의 요구 때문이었다. 특히 세계시장의 

개척과 기업간 연결망의 형성을 위해 범지구적 통신 네트워크를 필요로 했던 

다국적 기업들은， 국민국가별로 상이한 규제체제를 자선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국적의 여행， 금융， 데이터 처리， 하이 

테크 분야 등의 기업들은 통신 서비스의 자유화를 위한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 

고 있었고， 유럽내 대기업들도 1980년대부터 통신 서비스의 자유화를 강력히 

지지했다-(Nicolaidis 1992, 164; ERT 1984; ERT 1986). CEPT를 매개로 한 정부 

간 협력에 회의적이었던 이 다국적 기업들의 요구는， 대부분의 회원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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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서가 통신 서비스의 공급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 

위원회를 통신부문의 국제적 행위자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힘이 

었다{구갑우 1998c). 

1985년 3월， 유럽공동체의 무역부 장관들은 통신 서비스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포함시킨다는 선언을 채택했다. 1982년 미국정부가 국제전화시장의 독 

점을 해체한 이후， MCI, US Sprint, Graphnet 등과 같은 새로운 국제전화 및 데 

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등장하면서 유럽지역과 북미지역을 연결하는 북대서양 

통신노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언은 불가피한 선태 

이기도 했다. 특히， CEPT와 미국의 규제기구인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체결한 기존의 협정인 ‘북대서양 자문과정’(No뼈 Atlantic 

Consultative Process)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CEC 1987, 155-6), 유 

럽국가들은 새로운 협상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서비스 라운드에 대 

비하여 집행위원회는 폭 넓은 연구작업을 수행했고， 당시 집행위원회에서 국 

제협상의 실무를 담당하는 DG 1의 집행위원이었던 클러크.(Willy De Clerq)는 

“유럽공동체가 세계 최대의 서비스 수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라 

운드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Nicolaidis 1992, 170-1) 결국， 1986년부 

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통신 서비스가 협상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미국정부의 압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인식변화는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의 

흐름에 부합하는 유럽국가들의 통신부문 국가이익의 ‘재정의’ 과정이기도 했다 

(Cf. 구영록 1995; 1994). 즉， 통신 서비스가 교역될 수 있는 재화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통신 서비스의 (정부)독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확대되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공동체 외부의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공격 

에 맞섣 수 있는 유럽공동체 ‘공동입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CEC 1987, 157)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쌍무적 협상은 지속되 

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1986년-1987년 양 지역에 대한 상 

호방문을 통해 사실 확인작업을 거친 후， 1987년 2월4일-6일 동안 브뤼생에서 

개최된 양측의 모임을 통해 통신 스펙(specification)을 포함한 표준설정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유럽쪽 대표는 정부간 기구인 

CEPT였다 더구나，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영국 및 일본과 부가가치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상호협정을 체결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디{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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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65). 

이 쌍무적 협상과정에서 유럽공동체 회원국가들의 통신에 대한 인식이 점진 

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1987년 집행위원회의 통신관련 T녹서 ~(Greeη Paper)의 

발행을 계기로， 음성 전화통신을 포함한 기본적 통신 서비스의 자유화에 대한 

유보를 전제로， 통신 네트워크의 규제와 운용의 분리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자 

유화 노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대CEC 1987). 이 회원국가간 합의를 바탕으 

로 집행위원회는 국제적 행위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 

공동체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기회와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던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통신산업을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 

히면서， 1988년에 개최될 예정인 ITU(l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총회에서 “집행위원회가 공동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목표라는 

견해를 피력했디{Ungerer and Costello 1990, 224 , 243) 이 ITU 총회는 통신 서 

비스를 위한 새로운 규제구조로서 개방된 국제환경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 

는 계기였다. 

1988년 12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는 서비스 협상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 

및 향후 협상진전을 위한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서비스 교역 

의 정의， 포괄범위， 서비스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념， 원칙 및 규칙，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한 부분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4) 특히 이 회의에서는 발전도상국 

들이 서비스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도상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경제 

발전 정도에 조응하는 점진적 자유화， 그리고 발전도상국의 개별적인 규제권 

4) 서비스 교역의 정의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소비， 생산요소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서비스 교역 등이 서비스 협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생 

산요소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서비스 교역의 경우는 목적의 특정성(specifìcity of 뻐rpose)， 

거래의 분리성(discrcteness of transactions), 기간의 제한성(li때t어 duration)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서비스 협정의 포괄범위와 관련승얘 어떠한 서비스 분야도 사전에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하고 개도국 수출관심 

분야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 서비스 분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시킬 수 있으며， 폭 넓은 서비스 분야에 가능한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정이 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비스 협정의 규칙으로는 공개주의 

(trans聊ncy)， 접진적 자유화， 내국민 대우{nation매 trcatmcnt), 최혜국/무차별 원칙(most 

favor，떠 nat10매nondiscri때nation)， 시장접근， 발전도심택의 국제무역 침여증대， 긴급수입규제 

및 예외조항， 신규규제의 도입권 인정 등이 제안되었다{박태호 199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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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졌디{박태호 1992, 307). 특히 서비스 시장의 점진적 

자유화는 유럽공동체의 1987년 『녹서』의 입장에 조응하는 것으로 미국을 중심 

으로 한 급격한 자유화 세력과 유럽연합 빛 발전도상국의 ‘점진적 자유화’ 제얀 

의 타협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자간 합의에도 불구 1989년 초반부터 미국정부눈 유럽연합에 

대해 강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표 1>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 

처럼， 미국정부는 미국과 유럽국가들 사이의 통신에 따른 수입의 분배에 지대 

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5)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1988년 무역법(Omnibus Tradε Act)을 토대로 유럽공동 

체를 ‘우선 협상국’으로 규정하고， 유럽공동체 내부에서 통신부문의 공공조달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당시까지도 영국을 제외한 유럽공동체 회 

원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점진적 자유화 정책을 선호했고 더구나 공공조달 부 

문에서는 여전히 회원국가 정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는 미국의 개방압력에 대항하는 논리로 통신협상이 미국과 유럽연 

합 사이의 쌍무적 관계가 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 

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Woodrow and Sauvé 1994. 110). 집행위 

원회는， 쌍무적 접근이 강력한 행위자의 규칙이 일반규칙으로 될 위험을 내포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CEC 1992). 

<표 1> 1992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사이의 전화통화량 (백만분) 

fimiro ) 표g“t~ι‘ 독일 영국 마국 일본 
총계 

(αm 국개 

-표라-‘-A .ru.o Z75.3 153.1 17.。 ~m.o 

E-1도 。~ 318.0 287.0 235.0 ~.O 2,%1.0 

영국 XÐ.O 325.0 575.0 43.0 2,481.0 

미국 2쟁‘9 563.0 733.7 %8 5,193.9 

일본 18.7 25.7 427 249.0 4Xí.o 

자료: OECD0995 , 35)에서 발춰l정랴. 

5) 기존의 국제전화 요금이 분배되는 방식에 따르면， 보다 많은 통화를 한 국가들이， 전화를 

받은 국가들 그리고 소비자 가격을 인하한 국가 보다 수입변에서 유리하다 자세한 전화 

요금 분배방식은 11U0 9CJ4, 2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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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점진적 자유화의 원칙으로 인해 당시 

유럽공동체의 공동입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실무책임자인 DG 1은 113 

조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적 통신 서비스가 가까운 장래에 자유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네트워크 접속문제 정도를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구나 1988년 집행위원회가 로마조약 90조에 의거 

하여 각료회의와 협의없이 통신장비 시장의 자유화 지침을 발행하자， 유럽공 

동체의 공동입장이 다시 한번 혼들리게 되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회원국 

가는 이 지침의 발행이 집행위원회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 

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이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디，Sandholtz 1993). 또한 통신 네트워크의 자유로운 접속을 보장하 

는 ONP(Open Network Provision)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회원국가 사이의 갈등 

이 발생 했다. 1989년 10월， 유럽연합 차원의 통신관료 모임 인 SOG-T(Senior 

Official Group on Telecommunications)는 통신 서비스의 교역문제는 당시 입법 

이 진행중이던 통신 서비스 자유화 및 ONP 7-1 침(Directive)에 의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디，Woodrow and Sauvé 1994, 104). ONP는 미국의 ONA(Open 

Network Architecture)와 함께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 통신 네트 

워크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었게 하는 원칙이었다-(Cf. Mansell 1993). 1989년 12 

월， 유럽공동체의 통신담당 각료회의에서는 서비스 지침의 부분적 수정 

1990년 6월 집행위원회는 서비스 시장 자유화 지침 발행 -과 ONP 지침에 영 

국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결정에 특정다수결 

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1990년 4월 113조 위원회는 통신 서 

비스 협상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1) 제 3의 시장에 대한 동둥한 기회; (2) 적절한 시장 접근; (3) 국제적 

표준의 증진; (4) 우루과이 라운드와 ITU의 상보적 관계; (5) 발전도상국 

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인정; (6) 공정한 정보접근; (7) 데이터 보호나 지 

적 소유권에 대한 고려; (8) 공공 통신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사적 제 

공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고려 (Woodrow 

and Sauv강 1994, 107-8) 

위의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럽공동체는 발전도상국의 통신 하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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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견제하고자 

했대Cf: Nicolaidis 1992). 

1990년 4월-5월에 걸쳐 집행위원회의 통신담당 부서인 DG XIII은 통신 서 

비스의 교역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공동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러나 회원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완화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자유화된 통신시 

장을 갖고 있던 영국은 유보된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려 했고， 독일， 네덜란 

드， 덴마크， 아일랜드 정부는 이 영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하부구조 및 음성 전화통신에 대한 

독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이 견해는 역시 자유화를 

선호하지 않는 냐머지 회원국가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사실， 회원국가가 공동 

입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협상자로서의 위치는 약 

화될 수밖에 없었다 6) 이 회원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미국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정부의 입 

장에서는 미국과 유럽국가 사이의 불균둥한 수입분배 체계를 시정하는 것이 

자국의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기업들의 이해를 반영한 미국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말미암아 유럽 

공동체 회원국가는 공동입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1990년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공동입장을 개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부적으로 통신 서비스 및 ONP 지침에 관한 합의가 이루 

어졌기 때문이대구갑우 1998b). 1990년 여름， 유럽연합은 통신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의 통신 관련 부속서에， 기본적 통신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로부터의 일탈이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 

지의 중간적 입장의 의견을 제출했디iW oodrow and Sauvé 1994, 111). 그러나 

미국정부는 기본 통신분야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했 

6) 1989년에서 1992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J. Delors의 집행위원회에 

서는， GATI 체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많은 자유화를 추진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이었던 F. Andriesscn과 자유화 조처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아일랜드 출신의 농업담당 집행위원인 R MacSh따마가 심각하게 대립했다고 한 

다 유럽연합 회원국가의 분열과 더불어 집행위원회 내부의 분열이 나타남으혹써 유럽연 

합 집행위원회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의 지위는 현저하게 약화되었다고 한다{Gr어lt 

199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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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자유화 약속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될 경우에 최 

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박태호 1992, 315) 이것은 

AT&T를 비롯한 미국의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미국시장이 개방된 만큼 타국 

시장이 개방되지 않는 한 기본적 통신 서비스는 최혜국 대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대HiIls 1994) 

유럽연합에서 음성 전화통신을 포함한 기본적 통신 서비스의 자유화가 논의 

되던 1992년에 이르러(CEC 1992), 미국정부는 기본적 통신 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논의를 GATT 틀 내에서 배제했다. 이것은 미국정부가 자국의 기본적 통 

신 서비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위해， 미국정부는 다른 국제 

기구인 IMF나 ITU를 통해 타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려 했다. 다른 국가의 주권 

을 침해하면서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려는 미국정부의 이 정책은 일방적인 범 

지구적 차원의 ‘산업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한다-(HiIls 1994). 즉， 미국은 만약 유 

럽연합이라는 단일한 행위자가 협상의 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변 유럽연합 

과 협상을 벌이지만， 유럽연합의 공동입장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는 개별국가와의 쌍무협상을 선택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의 이 일방적 산업정책은 국제적 행위자로서 집행위원회의 기능 

을 훼손했다. 통신부문의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1993년 5월-6월 상 

대방 국가들의 기업들이 통신장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 

리기도 했다 그 와중에서 독일은 로마조약 합의 이전인 1954년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 차별 금지조약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회원국가의 공동 전선을 이탈했 

다. 미국에 대한 보복조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은 독일기업 

인 Siemens의 입찰참여를 허용했다， 더 나아가 독일정부는 공동체 업자들에게 

부여하기로 한 3% 가격특혜 지침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결국， 독일정부 

가 유럽연합의 대미 보복제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하자 유럽연합은 

회원국가가 로마조약의 체결 이전에 맺은 쌍무협정은 무효라는 논리로 맞섰다 

(한겨레신문 93/6/16; 93/6/18). 이 사건은 국제협상의 무대에서 유럽연합의 공 

동입장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와해펼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협상안의 서명이 임박했던 시점에 유럽연합 집 

행위원회와 몇몇 회원국가 사이에서는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집행위원회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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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협상안에 서명할 것인지 아니면 회원국가별로 서명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갈둥이 발생했다 집행위원회가 이 최종 협상안의 서명에 공식적으로 참여하 

기는 했지만， 1994년말 유럽법원은 이 갈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회원국가의 요구를 수용하는 판결을 했다{Hayes-Renshaw and Wallace 

1997 , 317-8) 부분적으로 유럽연합의 두 개의 목소리 회원국가와 집행위원 

회 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여전히 국제무대의 협상자로서 집행위원회 

가 회원국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 협상 최종문헌에는 미국정부의 일방 

적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었다.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 

의하고 있던 부가가치 서비스의 자유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기본 

적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본적 통신협상에 관한 부속서’가 별도로 첨부 

되었다{GATT 1994, 359-64). 즉，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지만 

통신분야에서는 여전히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 시점에서 유럽 

연합 회원국가들은 1998년 l월부터 음성 전화통신 및 통신 하부구조에 경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European Commission 1994; 구갑우 1998b), 따라서 통신 

협상이 재개될 경우 유럽연합의 공동입장을 대표할 집행위원회의 위상이 제고 

될 수 있게 되었다. 

6천억 달러가 걸린 통신시장 ITU는 오는 2000년이면 그 두 배인 1조2천 

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 - 의 개방을 둘러싼 협상이 1994년 4월 다시 시 

작되면서， 각 행위자들의 이견이 또 다시 표출되었다. 미국은 통신협상의 타결 

을 위해 제출한 양허(concession) 계획서에서 무선통신 분야의 20% 외국인 투자 

제한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표적 기간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 

자제한을 철폐했다. 유럽연합 회원국가 가운데서는 영국이 이미 1996년말 국 

내 통신 서비스 시장의 완전한 자유화를 선언한 상태였다 7) 반면 독일과 프랑 

7) 영국정부는 1997년 l월 1일을 기해 국내외를 연결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AT&T는 이마 영국정부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상태이고 독일 

과 프랑스의 전략적 제휴체인 글로벌 원 등도 영국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였다 특히 

AT&T는 영국이 가장 개방된 국가이기는 하지만 경쟁법의 상대적 미발달로 인해 반경쟁 

적 행태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불평을 했다. AT&T는 통신회선을 기존 

의 BT나 Mercuπ로부터 임대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 네트워크의 건설을 통해 영국 내에 

서 모든 종류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었다{Filltlllú'씨 TilfJ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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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정부는 외국인 소유제한을 철폐하면서도 DBP Telekom과 France Télécom의 

일정 지분을 자국 정부가 소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은 대표적 기간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자 했다. 그리스， 포르투갈， 싱가포르 둥의 국가들 

은 개방시한을 1998년 보다 늦추는 방향으로 자국의 입장을 정리했다{조선일 

보 96/2/15). 

1997년 2월 15 일， 통신 서비스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8) 이 타결을 통해 

WTO 회원국가들에서 통신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의 제한이 철 

폐되거나 또는 그 한도가 확대되었다. 이 타결로 인해 통신요금의 대폭적 인하 

와 통신업체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 

의 무역담당 집행위원인 브리턴(Leon B디ttan)은 이 타결을 “전 세계 통신시장 

을 자유화하는 획기적 합의”로 평가했다고 한다(조선일보 97/2/16). 그러나 유 

럽연합의 회원국가들이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와 포 

르투갈 등은 자유화 유보기간과 관련한 양허안을， 그리고 프랑스와 포르투갈 

은 외국인 소유제한에 관한 양허한을 제출한 상태였다. 

1997년 11월28일 유럽연합 각료회의는 결정(Decision)의 형태로， “유럽공동 

체와 그 회원국가를 대표하여 집행위원회가 협상했던” 결과를 승인했다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997) 그리고 점점 더 집행위원회에 많은 정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통신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인 1996년의 정부간 회의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암스테르담 조약의 준비를 위한 회의 - 에서 

는， 공동외교 및 안보정책을 유럽연합의 정책영역 가운데 하냐로 설정하면서， 

각료회의의 만장일치에 의해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교역에 관한 협정의 협상 

권을 유럽연합에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998년 5월 통신관련 각료회의 

에서는 집행위원회가 ‘온라인(on-line) 경제’ 및 ‘정보화사회’ 건설과 관련한 국 

%/1/24; 96/11 /13) 

8) 그러나 미국정부는 자국이 무선통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20%로 제한했음에도 불구 
하고 기간 통선 사업자의 지분제한을 유지한 일본과 캐나다름 격렬히 비난하면서 다시금 

쌍무적 협상을 재개할 태세대한겨레신문 ')7β/18) 즉， 미국은 다자간 협상과 쌍무적 협상 

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유럽 

연합이 공동의 입장을 형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9) 자세한 내용은， hrrp:/ /ue.cu.inr/ Amsrcrdarrv'cn/rrcary/main.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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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조정작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요구했다-(European Commission 1998, 

62-3). 이는， 회원국가가 통신부문에서 국제적 행위자로서 집행위원회의 역할 

을 승인하면서， ‘2000년’에 재개되는 통신협상에 상정될 주요 의제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및 예측 

이제 이 글의 가설로 돌아가 보자. 

첫째，<가섣 1> 처럼， 1983년 이후 유럽연합의 통신정책이 입안되면서 집행 

위원회는 국제적 행위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정부가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던 1980년대 초반에는 집행위원회의 대외적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녹서』가 유럽 대기업의 강력한 자유화에 대한 선호와 이에 대한 

회원국가의 대응의 산물이라고 할 때， 유럽연합 차원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 

상결과를 비준할 정치적 연합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1994년 이후 유럽연합이 음성 전화통신 및 네트워크 하부구조의 자유화를 결 

정함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국제적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제고되었다. 1997년 

각료회의의 결정은 집행위원회를 국제협상의 행위자로 승인한 것이었다. 

둘째， 유럽연합 각료회의의 의사결정방식 때문에， 즉 회원국가간 정치[정치 

l} 때문에， 그리고 회원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양허안 

때문에， 집행위원회의 협상력은 제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와 같은 강 

력한 행위자가 다자간 협상을 포기하고 쌍무적 협상을 진행할 때， 집행위원회 

는 협상의 결렬이나 교착의 수준을 념어 협상담당자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 

다. 1993년도에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집행위원회는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결국， 집행위원회는 협상력이 제고되는 상황을 선 

호하지 않을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마치 국민국가의 정부처럼 활동하고 있지 

만， 집행위원회는 다자간 협상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셋째， 결국 자율적 행위자로서 집행위원회의 최대 이익은 자발적 배신을 감 

행할 회원국가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었다. 만약 협상 상대국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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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여 회원국가의 자발적 배선을 방지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 회원국가는 

쌍무적 협상을 선호하거나 이면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럽연 

합은 유럽차원의 이익집단을 조직하여 회원국가를 압박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 

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의 통신정책이 입안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유럽차원 

의 이익집단들의 선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차원의 이익집단과의 정치적 연합을 통해 자율성을 획득하는 방 

식은 기업환경의 변화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럽연 

합의 주요 국가들인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대표적인 통신 서비스 기업 

들은 현재 서로를 배제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였다 독일의 DBP Telekom 

과 프랑스의 France Télécom이 미국의 Sprint와 Phoenix라는 이름의 동맹 - 글 

로별 원(Global One)으로 그 명칭을 변경 -을 형성하면서 범지구화 전략을 채 

택하고 었고 유럽차원에서는 공동 자회사인 Eunetcom을 섣립하여 통선 네트워 

크 건설을 시도하고 었는 반면， 영국의 British Telecom은 마국의 MCI와 Concert 

라는 동맹을 체결한 상태다 10) 그리고 스페인의 Telefonica와 포르투갈의 

Portugal Telecom 등은 미국의 AT&T와 Unisource라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상 

태다. 이 Unisource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신사업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Fiμnâal Tinm 95/10/3; 조선일보 97/3/24). 

따라서 유럽차원에서 통신정책의 통합으로 대외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가 

들이 집행위원회를 매개로 공동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지 

만， 유럽연합 회원국가의 정부 및 통신기업들의 분열적 집합행동 또는 단독행 

동은， 이 공동입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지구화 및 국민 

국가주의적 논리가 지역통합체의 공동입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 

이다. 여기에 더해， 만약 지역통합체가 범지구적 수준에서의 무역 자유화를 위 

협하는 요소로 기능하게 된다면(The Economist 1998b), 미국정부는 다자간 협 

상보다는 쌍무적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적 행 

10) 영국의 BT는 더 나아가 19%년 II월 이후로 미국의 MO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BT의 MCI 인수는 미국의 동진회사인 월드콤 
(WorldCDm)의 개입으로 좌젤된 상태다 BT의 범지구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는‘ 
Thc Economist( 1 998a)륜 참조 또한 최근에는 독일의 DBP Tdckom이 이탈리아의 통신 사업 
자를 인수하려 하자 Fr.tncc Téll'Com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달료별 왼 내부의 균열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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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로서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국제적 행 

위자로서 집행위원회의 자율성은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기업가정신(political 

entrepreneurship)에 의해 제고될 수도 었지만， 그 자율성의 정도는 유럽연합의 

내부적 요인-회원국가간 정치와 유럽연합 차원의 정치←파 국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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