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코로나19는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 세계에 2천

512만 명의 확진자와 85만여 명의 사망자를 야기했

다.1) 유럽에는 423만 명의 확진자와 22만여 명의 사망

자가 발생했는데 유럽은 선진 보건시스템을 구축한 곳

으로 알려진 만큼 이러한 피해는 예상외라는 평가다. 

현재 코로나19는 여러 면에서 EU를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외국인 배척 등 제노포비아가 강해지고 

있으며, EU 국경개방원칙인 ‘솅겐협정(Schengen 

Convention)’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인적 피해와 봉쇄정책 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극

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당에 대한 국기

1) WHO 자료. 

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2)가 나타나

는 등 정치지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고는 코로나 19의 유럽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對)유럽 외

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 대유행과 유럽연합 내 변화

(1) EU 국경개방원칙 약화 우려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했던 지난 3-5월, 유럽 

국가들은 솅겐협정에 따른 국경개방정책을 일시 중

단시켰다. 2020년 3월 16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

2) 국기결집효과란 중대한 위기 발생 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집

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함. John E. 

Muller, “Presidential Popularity from Truman to Johns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4, No. 1, March 

1970, pp.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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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시기 
유럽연합 주요동향과 함의

심 성 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유럽연합(EU) 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반이민 및 국수

주의를 옹호하는 극우정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 여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EU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솅겐협정의 안정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유럽과의 외교

관계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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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회원국들의 공동방역을 위해 

국경 검색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재도입할 것을 결정했다.3) 

코로나19가 급증하던 4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은 항공편 등을 통한 제3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했으

며,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던 EU 회원국 간의 국경

도 일부 혹은 전면 통제되었다. 일례로 독일은 오스

트리아･스위스･프랑스･룩셈부르크･덴마크와의 국

경을 한시적으로 폐쇄했으며, EU 비회원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다. 프랑스 역시 EU와 솅겐협정 가입국 

외 제3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 같은 유럽 국가들의 국경폐쇄조치는 솅겐협정

으로 상징되는 EU 국경개방원칙을 무력화했다는 점

에서 EU의 결속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했

다. 법적으로는 「솅겐국경법(Schengen Bordor 

Code)」 제25-26조에 따라 공공안보가 위협받을 경

우 각 국가는 30일 간 국경 폐쇄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동시에 국경을 폐쇄한 것은 1990년 솅

겐협정 발효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며, 솅겐협정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각인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솅겐협정은 가입국 국민들이 국경 검사 없이 다른 회

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 

1985년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등 5개국이 국경 개방을 

위한 솅겐협약(Schengen Agreement)에 합의한 뒤, 

1990년 6월 이를 솅겐협정으로 발전시키면서 국가 간 

국경검색이 점진적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1990년 이탈

리아, 1991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솅겐협정에 참여해 2020년 기준 총 26개의 유럽 국가들

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국경을 개방하게 되었다.4) 

3) European Commission, Covid-19. Guidelines for Border 

Management Measures to Protect Health and Ensure the 

Availability of Goods and Essential Services, C(2020) 1753 

final, March 16, 2020. 

4) 솅겐협정에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EU에 가입하지 않은 북구 패스

포트 연합(Nordic Passport Union) 회원국 국가도 포함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솅겐협정 효력 중단은 자국 우선

주의와 EU의 개방주의에 반대하는 극우정당의 주장

과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솅겐협정의 영

향력이 약화될 경우 반EU 주장을 지속한 극우정당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국가의 정치적 지

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2) 정당지지율 변화

유럽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시아인 등 외국인

에 대한 혐오발언이 빈번해지는 등 제노포비아가 광범

위하게 퍼지고 있다. 아시아인 혐오는 일부 대중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

은 지난 2월 1일자 표지에 “코로나바이러스. 메이드 인 

차이나”5)라는 문구를 넣어 주독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프랑스 지방일간지 『루 쿠리에 피카르

(Le Courrier Picard)』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기

사화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등6)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고 있다.  

제노포비아 확산은 유럽의 정치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상황이 민족주의 성향

과 반이민, 반EU 경향이 강한 극우정당에게 유리하

고, 코로나19 대처 비판에 직면한 여당이 불리할 것

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

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극우정당 지지율은 하락하

고 여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코로나19와 극우정당 지지율 변화
(단위: %)

국가(지역) 2019.12 2020.6~7

독일 14 10

프랑스 27 25

오스트리아 15 12

이탈리아 33 26

체코공화국 7 5

룩셈부르크 10.4 8.2

※ 자료: “Polls of Polls”, Politico, 2020.08.

5) “Corona-Virus. Made in China”, Der Spiegel, 2020.2.1. 

6) “A propos de notre une du 26 janvier”, Le Courrier Picard, 

2020.1.26.



[표1]에 따르면 극우정당 지지율은 올해 6-7월, 작년 

12월 대비 평균 –1.2%p 하락했다.7) 특히 독일, 오스트

리아, 이탈리아 등의 극우정당 지지율이 약 2-7%p 하

락했는데, 이로 인해 최근 상승일로였던 이 국가들의 

극우정당 지지율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극우정당 지지율이 상승한 곳은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일부 국가에 불과했으며 상승폭 역시 크지 않았다. 

[표 2] 코로나19와 여당 지지율 변화

(단위: %)

국가(지역) 2019.12 2020.6~7

독일 27 38

프랑스 28 28

오스트리아 39 42

스페인 28 29

체코공화국 30 31

※ 자료: “Polls of Polls”, Politico, 2020.08.

반면 여당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30개 유럽 

국가의 여당 지지율은 동기간 평균 3.3%p 상승했으며,8) 

코로나19 피해가 적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여당 지지율이 각각 11%p와 3%p 증가했다. 설문 응

답자들은 여당에 코로나19 확산책임을 묻기보다는 

정부 시책을 지지함으로써 국가적 위기극복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9) 이는 일명 국가 위기 시 국

민의 정부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기결집효과가 현실

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경제적 충

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경제 상황은 특히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 “Polls of Polls”, Politico, 2020.08.

8) “Polls of Polls”, Politico, 2020.08.

9) 2020년 6-7월 여당 지지율은 약 한 달 전에 비해 평균 0.4%p가 하락

했다. 일례로 프랑스, 네덜란드는 2%p,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아일랜드, 폴란드 등은 1%p가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재

학산과 장기화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평가된다. 

[표 3] 코로나19 전후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국가

(지역)

경제성장률 실업률

2019 2020 2021 2019 2020

유로존10) 1.3 -10.2 6.0 7.6 10.4

독일 0.6 -7.8 5.4 3.2 3.9

프랑스 1.5 -12.5 7.3 8.5 10.4

이탈리아 0.3 -12.8 6.3 10.0 12.7

스페인 2.0 -12.8 6.3 14.1 20.8

영국 1.4 -10.2 6.3 3.8 4.8

미국 2.3 -8.0 4.5 3.7 10.4

중국 6.1 1.0 8.2 3.6 4.3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0.6, p. 7. 

[표 3]의 2020년 6월 IMF의 『세계경제전망 업데

이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10.2%, 각 국가들은 최소 –7.8%(독일)에서 최대 –
12.8%(이탈리아, 스페인)로 예상되었다. 이는 IMF

의 4월 발표에 비해 더 하락한 것이다.11) 더불어 실

업률도 대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유로존 국

가들의 평균 실업률은 10.4%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독일은 3.9%, 프랑스는 10.4%, 이탈

리아는 12.7%, 스페인은 20.8%, 영국은 4.8% 등 

남부 유럽 전망이 더 어두운 것으로 예상되었다.12) 

산업 부문별로는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EU 기업의 직간접 피해액이 연간 총

생산액의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항공

업, 여행업과 함께 전자, 자동차, 섬유산업이 상대

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1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유

럽 국가들은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기업과 가계

10) 유로존(Eurozone)은 27개 EU 회원국 중 유로화를 채택한 19개국을 

통칭하는 유로화폐권을 의미한다.

1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4, p. 20.

12)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0.6, p. 7.

13) 강환국, 「유럽 시장을 열어줄 3개의 키워드를 찾아라」, KOTRA, 

2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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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하고 있으며, EU는 7천5백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편성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난 6월, 세계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도 경제침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준일 

것이며, 유럽과 남미에 대한 영향이 가장 심각할 것

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14) 

 

3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향후 유럽의 정치･경제･사회는 8월부터 재확산

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

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어 다시 국

경통제와 같은 봉쇄 정책이 취해질 경우 솅겐협정 

등 EU 국경관리 정책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둘째, 재확산에 대한 여당의 책임

론이 부각될 경우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 반사 

효과로 야당 및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체 침체와 사회혼란

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코로나19 

재확산이 효과적으로 통제된다면 신속한 경제회복

과 높은 여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각 국가들과 EU의 

안정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발생하는 유럽의 사회･
경제 변화에 관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EU 및 유럽 국가와의 보건협력을 적극적으

로 실행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을 강화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심각한 프랑스 등에서 한국에 대해 방역경험 공유

를 요청한 바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유럽과의 

14) World Bank, COVID-19 to Plunge Global Economy into Worst 

Recession since World War II, 2020.6.8.

협력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 원

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로 피해를 입

은 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15) 우

리나라는 전자, 자동차, 섬유 산업 등에 강점이 있

으므로 관련 분야에 대한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8월 28일 기준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우리나라와 체결했던 사증면제협정

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상태다.16) 양측 간 무역관계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인 입국 등 긴급한 사

안에 대해 사증면제 정지를 예외 적용하도록 요청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EU 국가마다 코로나19 재확산 정도가 다

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여당과 야당, 극우정당 지지

도 변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재확산이 

단기간에 큰 피해 없이 종료될 경우 여당의 지지도

가 상승할 수 있지만, 재확산 장기화로 인해 여당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경우 야당과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EU 및 각 유

럽 국가에 대한 외교정책을 구상･실행할 때 이러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아시아보다 유럽

에서 더 확산되고 있지만 유럽 국가에는 아시아인

에 대한 혐오표현 등 제노포비아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인이나 여행객들이 유럽을 방문할 때 

이에 유의할 수 있도록 유럽 내 관련 현황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15) 강환국, 「유럽 시장을 열어줄 3개의 키워드를 찾아라」, KOTRA, 

2020.5.21.

16) 외교부,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202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