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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위스는 유럽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통합 과정

에 있어서 항상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현재도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한 국가이다. 기존 유럽의 통합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유럽통합에 어느 정

도는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스위스처럼 통합에 반대하는 국가

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위스의 반유럽통합적인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에서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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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위스 연방(The Swiss Confederation)은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작은 국가이다. 스위스의 

면적은 남한의 반보다 작은 41,285km2이지만, 2019년 기준, OECD에 따르면 1인당 GDP 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73,8521)의 경제적인 강국이다. 1인당 GDP로만 따지면 스위스는 OECD 국가 중 3

위 국가이다. 스위스는 75%가 산과 호수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체르마트 산과 레만 호수 등의 

아름다운 자연으로도 유명하지만, 또한 금융업의 중심지이자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위치해있

는 국가이다. 국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며, 각 지역의 주정부의 역할을 존중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스위스는 또

한 다문화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공식 언어만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로망슈어 4개가 있으며, 공식 언어는 모두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스위스 지역별로 

맞닿아 있는 이웃 국가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권이 다른 편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근접한 취리

히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칸톤(canton, 스위스의 주 단위)이며, 반면, 프랑스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제네바의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칸톤이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사용하는 주 

언어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리히 출신의 스위스인과 제네바 출신의 스위스인이 만나서 

대화하게 된다면 서로의 언어를 할 줄 몰라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스위스는 유럽에 있어서 특수한 국가이다.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있지만, 유

럽통합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5개 

국가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데, 그 중 리히텐슈타인 공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

리고 오스트리아는 모두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경우에는 많은 경

우에 실질적인 외교를 스위스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주변 국가가 모두 유럽

연합의 회원국인 셈이다. 또한, 스위스는 유럽연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쟝 모네(Jean Monnet)

의 유럽통합에 대한 열정을 담아 세운 쟝 모네 유럽재단(Jean Monnet Foundation for Europe)이 

위치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실제로 쟝 모네는 스위스 로잔에 유럽재단을 세우며 스위스의 다

양한 언어를 쓰는 민족이 사는 문화가 유럽통합에 있어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

었고 스위스가 나중에라도 유럽의 통합의 흐름에 참여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러한 쟝 모네의 

바람과는 다르게 스위스는 2020년, 현재까지도 유럽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 대신, 

스위스는 유럽연합과  양자협정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한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는 쉥겐 협정(Schengen Agreement)과 더블린 협정(Dublin Convention)에 가

입하여 쉥겐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인적, 물적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

처럼 스위스는 초국가적인 국제기구인 유럽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개별 양자협정 등을 통

하여 거의 준 유럽회원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위스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 있

어서 기존의 유럽통합이론은 부족함을 보였다. 

  유럽연합의 설립까지의 유럽의 통합은 지역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다. 초국가적인 권위체에 회

원국이 일부 주권을 위임하거나 혹은 공유하는 형식은 기존의 동맹체제와는 차이가 있다. 1952

년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ECSC)의 탄생의 경제적인 협력에서 시작되어 경제적, 정치적인 초국

가기구인 유럽연합이 형성되었다. 또한, 2002년에는 유럽연합의 일부 회원국이 통화를 유로화로 

단일화하며 통화 정책 또한 유로존의 국가들은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아닌 유럽

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이한 유럽 통합의 

1) OECD, “Selected Indicators for Switzerland,” https://data.oecd.org/switzerland.htm (검색일: 

2020년 12월 5일)

https://data.oecd.org/switzerlan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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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이론들이 등장하였고, 대표적인 지역통합이론의 두 가

지는 바로 신기능주의와 정부간주의이다2).

  먼저 하스(Ernst Haas)로 대표되는 신기능주의(neofuncitonalism)는 제도적인 통합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신기능주의의 주요 주장은 실제로 유럽 통합이 진행되었던 당시의 전략과 매우 유

사하다. 예를 들어, 유럽 통합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슈만 플랜(Schuman 

Plan)의 내용이 그렇다. 슈만 플랜은 쟝 모네(Jean Monnet)와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의 

합작이었다. 쟝 모네는 프랑스 정부의 정치 고문이었고, 로베르 슈만은 프랑스의 외교부 장관이

었는데, 그들은 슈만 플랜을 통하여 유럽의 장기적인 통합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 모

네와 슈만은 유럽의 평화와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협력의 출발점을 석탄과 철강으로 정했다. 석탄과 철강은 당시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자원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석탄과 철강의 자의적인 사용을 막

게 된다면 전쟁에 필요한 무기 등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려뿐 만이 아니라 안보

적인 고려 또한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모네와 슈만은 석탄과 철강에서 시작하여 다른 분야의 

경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고,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계획

하였다. 모네와 슈만의 계획은 실제로 대부분 현실이 되었고, 슈만 플랜이 발표된 1950년 5월 9

일은 유럽연합의 탄생일로 여겨지기도 한다3). 

  신기능주의는 슈만 플랜과 유사하다. 신기능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점진적 확산효

과(spillover effect)인데, 이는 특정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관련 분야의 산업까지 점점 포

괄하게 되고, 그렇게 협력이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분야에서의 경제적

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적인 협력으로 일워지게 될 것을 예상한다. 또한 신기능주의는 단

순히 경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기구의 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초

국가적인 기구가 설립되게 된다면, 해당 기구의 조직원들은 각자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통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능주의론은 

“통합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통합은 점진적 확산의 경향을 갖는다4)”고 주장한다. 신기능주의론은 

이미 유럽연합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예정인 국가들의 동학을 설명하는 데 유익하나, 스위스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먼저, 스위스와 같은 경우에는 초국가적인 기구인 유럽연합에 가입해있지 않

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기구의 내부 작용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스

위스의 경우에는 현재 거의 준유럽연합 회원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연합과 긴밀한 관

계를 맺고 있지만 이 협력 관계가 이 이상 확산(spillover)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스위스와 프

랑스, 그리고 독일의 접경지역에서의 경제적이고 인적인 교류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그 이상의 관계로는 심화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5). 그렇기 때문에 신기

2) 최진우, “지역통합의 국제정치이론,” 우철구 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p. 259.

3) European Commission, “Robert Schumann: the architect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ject,”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history/eu-pioneers_en#robert_schuman (검색일: 

2020년 12월 5일)

4) 신기능주의는 정치를 다원주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내정치가 다양한 집단화된 사회세력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파악한다. 만약, 국내의 특정한 경제 집단이 초국가적인 통합을 이익

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해당 집단이 국내에서 의견을 표출하여 통합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고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동학은 초국가적인 맥락에서도 작용한다. 통합을 통하여 초국가적 기

구의 권한이 넓어진다면, 이익집단은 의견을 초국가적 집단에 표출하게 되며, 이러한 이익집단의 

“초국가화”를 통하여 초국가적 기구가 강화되며 통합이 확산될 수 있다. 최진우, 위의 책, pp. 

263-5.

5) 김부성은 라인강 상류의 스위스,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접경 지역에서 활발하게 발생하는 월경적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history/eu-pioneers_en#robert_sc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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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주의는 기존의 유럽의 통합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 스위스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에는 부족하다.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론은 바로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이다. 앞

선 신기능주의는 협력과 초국가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정부간주의에서는 보다 세상을 현

실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 정부간주의는 통합이 심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각 회원국의 역할

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정부간주의가 부상한 계기는 바로 1965년의 유럽통합역사에서의 공

석의 위기(Empty Chair Crisis)이다. 공석의 위기란, 1965년 샤를 드 골 대통령이 유럽 통합에 

있어서 초국가적인 기구를 더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표하기 위하여 관련된 모든 회의에서 

프랑스의 대표단을 철수시킨 사건이다. 그 결과로, 유럽경제공동체의 사실상 모든 업무가 마비

되었고, 유럽 통합을 추진하는 측에서 양보하고 프랑스의 정부가 만족할만한 합의안을 내놓은 

다음에야 다시 관련 기관들이 원래대로 작동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유럽 통합에 대

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신기능주의의 해석이 약화되었고, 오히려 통합의 참여하는 국가들의 

개별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6). 정부간주의는 유럽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결국 모든 회원

국의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만 유럽 통합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각 국가의 영향력

을 강조한다는 면에 있어서 정부간주의는 스위스가 유럽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스위스의 

정부의 이해관계가 유럽통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스위스가 

구체적으로 왜 유럽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는가는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위스의 특수한 위치를 조금 더 미시적이고 국내적인 요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국내적인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스위스의 독특한 국민투표 제도이다. 스위스의 정치 제도는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며, 이러한 제도가 스위

스가 이제까지 유럽연합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매번 좌절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스위스와 유럽통합의 역사

1. 스위스의 유럽통합 시도와 좌절 (1952~1992)

  스위스는 지속적으로 유럽통합뿐만이 아닌 그 외의 국제기구에도 가입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이 당시, 특히 20세기의 스위스의 정치에서는 스위스의 중립국이라는 특수한 정체성이 작용한 

결과였다. 스위스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유럽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럽경제협

력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에도 처음에는 참여를 주저하였

다. 이후 스위스는 스위스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스위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중립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의 영향 아래의 자유주의 진영이 아닌 국가

들과도 지속적으로교역한다는 조건으로 참여하였다. 유럽경제협력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스

위스가 내건 두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스위스는 특정 정치색을 가진 국제기구에 참여하

여 스위스의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경계해왔다. 

인 작동을 분석하며 “이러한 외적인 교류증가가 반드시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관계 개선이나 공동

체 의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김부성, “스위스ㆍ독일ㆍ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

경적(越境的) 상호작용,” 대한지리학회지 제41집 (1)호 (2006) p. 35.

6) “예컨대 호프만(Stanley Hoffmann)에 의하면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초국가적 기구의 권한이 강화되

는 것은 회원국의 정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각국의 이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진우, 위의 책,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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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영세중립국이라는 정체성의 형성 역사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7세기

에 중요한 전쟁이었던 30년 전쟁(1614~1618) 당시 아직 지금처럼의 국가가 아닌 도시의 연합이

었던 스위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의 중립 

주장은 계속되어 결국, 1815년 비엔나 회의(Congress of Vienna)에서 공식적으로 영세중립국으

로서의 위치를 인정 받는다. 이후 스위스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이후 이어진 냉전의 맥락에

서 중립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실제로 정치와는 관련이 없어 보

이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에도 초기 설립 당시에는 정치화될 것을 우려하여 참여하

지 않았다. 유럽 평의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며, 현재의 유럽연

합의 체제와는 여전히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는 국제연합(UN)에도 오랫동안 참여

하지 않다가, 2002년이 되어 국민투표를 통해서야 190번째 회원국으로 국제연합에 가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중반, 유럽 통합의 역사에 있어서 스위스의 유보적인 태도는 이해할만

하다. 현재까지 얼마나 스위스의 중립국이라는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

질만 하지만, 실제로 당시의 스위스 국민들과 정치세력은 스위스의 중립국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7). 따라서 스위스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처음 1952년에 발효되었을 때 이를 지켜보기만 하였다. 당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의 초기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 국가였다. 그리

고 스위스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참여하는 대신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대신할 수 있는 조

금 더 느슨한 형식의 경제적인 협력을 추구했다. 그 와중에 1958년의 로마 협약(Treaty of 

Rome)을 통하여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로  

발전하였고, 스위스는 이에 대응하여 유럽자유무역협회(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을 창설하고 가입한다. 유럽자유무역협회의 초기 회원국은 스위스,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이었다. 이 국가들은 유럽경제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으며 그 대신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적인 협력을 심화시키기

를 원했다. 하지만 유럽자유무역협회는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유럽경제공동체 수준의 협력을 이

끌어내는 것에 실패했다. 결국, 1972년에는 덴마크와 영국이 유럽자유무역협회를 탈퇴하고 유럽

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 EEC에서 발전된 공동체)에 가입하게 된다. 그 후 차례대로 

유럽자유무역협회의 회원국은 줄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의 4개 

국가만이 회원국으로 남았고, 유럽공동체는 확장해갔다. 

  스위스는 여전히 유럽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통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원치 않았지

만, 유럽공동체의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스위스에게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는 

유럽공동체 가입의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다른 유럽자유무역협회 회원국들과 노력을 했다. 

결국, 유럽자유무역협회 회원국과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들은 유럽 내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or internal market)에 참여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협약을 통하여 유

7) 김응운(2005)은 스위스와 스위스의 국민이 유럽연합 가입에 거부하는 일차적 이유로 중립국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한다. 김응운은 오랜 스위스의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역사가 스위스를 세계대전 당시 

국제적 금융과 보험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스위스의 경제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냉전구조의 붕괴 이후로는 스위스의 중립의 원칙이 더 유연해지고 변화되어 가

고 있으나, 여전히 유럽연합의 가입에 있어서는 걸림돌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유정

(2015)은 스위스의 대유럽정책을 분석하며, 초기의 스위스의 영세 중립국으로서의 정체성이 유럽

통합에 대해 반대를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지만, 이후 냉전이 종식된 이후의 영세 중립국으로서

의 스위스의 위치가 실질적으로 스위스에게는 큰 이점으로 더 이상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다. 김응운, “스위스의 대(對) 유럽연합 정책,” 유럽연구 제(22)호 (2005) pp. 96-98; 김유정, 

“스위스와 유럽정치: 연속과 변화,” 통합유럽연구 제6집 (1)호 (2015) pp. 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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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이 설립되었고, 이 유럽경제지역의 회원국이 된 유럽

자유무역협회 회원국들은 몇몇 사안을 제외하고 유럽공동체의 경제적인 조치와 정책을 따르는 

대신, 단일시장에 접근권을 얻는 조건의 협약이었다. 유럽경제지역의 회원국은 농업과 어업에 

관련한 정책, 관세 정책, 무역 정책, 그리고 이후에 심화되어 형성된 외교와 안보, 그리고 통화 

정책은 따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외되는 사안은 광범위했다. 스위스는 유럽경제지

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지만, 정작 협정이 체결된 이후의 의무적으로 실행한 1992년

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결국 유럽자유무역협회 회원국 중 유일하게 유럽경제지역에 가입하

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1992년의 국민투표는 초국가적인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도 아

니라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선 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그림 1. 유럽의 정치적 구조>

(출처: https://www.theglobalist.com/uk-brexit-european-union-membership-fee/8))

8)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에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협력 체제가 

존재한다. 이 관계는 매우 복잡한데,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가 유로존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또한 유로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한 아니다. 앞서 언급된 

유럽자유무역협회(EFTA)에는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만이 남아 있으며, 이 중 스위스만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국이 아닌 상황이며, 대신 

쉥겐 지역(쉥겐 협약 회원국으로 인적 이동과 물적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의 일부이다.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탈퇴 결정 이후 아직 정확한 유럽연합과 다른 유럽 국가와의 관계를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 최종 합의가 끝나고 나면 위의 벤 다이어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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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유럽통합을 추진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20세기 후반의 유럽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통합이라는 대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

황이었다. 특히, 1992년은 유럽통합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해였는데, 1992년에는 마스트리히

트 조약(Maasctricht Treaty)가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조약(Treaty of the European 

Union)이라고도 흔히 불리는 이 조약은 기존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라톰

(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등을 하나로 합쳐 유럽연합을 설립했던 조약인 

동시에, 회원국 사이의 단일 시장을 완성시키고 유로라는 단일 통화의 기반을 닦은 중요한 조약

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 통합의 흐름을 샌드홀츠(Wayne Sandholtz)와 자이스만(John Zysman)

은 당시의 국제정치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샌드홀츠와 자이스만은 1990년대

의 유럽 통합의 과정을 당시의 미국의 경제가 더 이상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일

본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유럽이 이제 미국 중심이 아닌 세계경제에서 유럽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한다9). 유럽국가들은 변화하는 정세에 따라 더 큰 

단위로의 협력을 통하여 더 큰 협상력이 필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런 국제정세의 변

화에는 스위스 또한 영향을 받았다. 당시 스위스 정부는 우파 정당인 스위스 국민당(SVP/UDC)을 

제외하고는 스위스의 앞으로의 경제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통합 과정에 참여하

여야 된다고 판단하였다10). 1992년의 국민투표의 부결 이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

해진 이후, 스위스는 유럽연합과의 양자협정 체계를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2. 스위스와 유럽연합의 양자협정 체계 형성 (1992~2005)

  스위스와 유럽연합 간의 양자협정 체계는 1992년에도 존재했다. 1972년, 스위스는 유럽석탄철

강공동체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약을 맺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스위스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유럽연합과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은 스위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또한, 스위스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국가

들이 모두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제적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도 유럽

연합을 통해서 해야 했던 것이다. 국경의 통제 문제 또한 존재했다. 이 당시 유럽연합 회원국들

은 이미 쉥겐 협약을 통하여 국경의 자유로운 이동을 완성해나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웃 국가

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등과의 국경 통제를 위한 협력을 위해서는 이 

또한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스위스 국민들도 유럽 국가

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1995년 기준으로 유럽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 국민들은 총 

326,193명이었으며, 그 중 국경이 맞닿아 있는 프랑스에는 136,528명, 그리고 독일에는 66,654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처럼 스위스와 유럽연합 간에는 다양한 문제가 엮여있었기 때문에 스

위스는 신속하게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현재 스위스와 유럽연합 간에는 100개가 넘

는 양자협정이 체결된 상태이다. 

구조가 다시 한 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림 출처: The Globalist, “European political structures,” 

https://www.theglobalist.com/uk-brexit-european-union-membership-fee/ (검색일: 2020년 12월 

5일) *해당 웹사이트에 유럽집행위원회의 출처의 그림이라고 나와 있었으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당 웹사이트로 표기하였음)

9) Wayne Sandholtz, John Zysman, “1992: Recasting the European Bargain,” World Politics 42-1 

(October 1989), pp. 95-96.

10) Yvonne Riaño, Doris Wastl-Walter, “Immigration policies, state discourses on foreigners,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Switzer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2006) p.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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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와 유럽연합 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양자협정I(Bilatéraux I)과 양자협정II(Bilatéraux 

II). 이 두 양자협정은 한 협정이 아니라 다양한 사안에 대한 협정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어나 프랑스어 표시할 때 복수형을 사용한다. 먼저, 첫 번째 양자협정인 양자협정I는 

1998년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어 1999년에 체결되었다. 양자협정I은 7개 분야에 대한 협정이

었다. 먼저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적인 자유이동을 조아하고과 육상을 통한 물건의 운

송을 실행하기 위한 협상이 가장 먼저 진행되었고, 그 외에도 농산물의 교역에 있어서의 관세 

및 규제, 그리고 민간항공사 간의 규제, 무역에서의 기술장벽의 해체, 공공조달의 문제, 그리고 

국가 간 연구의 협력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양자협정 I는 체결은 1999년에 되었지만, 국민

투표로 회부되어 2000년 5월 21에 국민투표로 비준을 받았으며, 67.2%의 찬성표로 많은 지지를 

받은 양자협정 체계였다.

  이어서 바로 스위스와 유럽연합 간의 두 번째 대규모 협상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협상 과정

에서 스위스는 유럽환경청에 가입을 결정하였고, 유럽연합과의 정보 교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통계지표를 동일하게 조율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유럽의 영화 증진 프로그램인 MEDIA에 참

여하고, 그 외에도 저축소득에 대한 과세 조치, 유럽연합 공무원의 연금 등에 대한 면세 및 감

세 조치, 가공농산물 교역에 관한 규제 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양자협정 II의 협상에서 가

장 중요하고 논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스위스의 쉥겐 협약과 더블린 협약의 가입이었다. 스위스

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국가들이 이미 이 협정에 가입되어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고 있었

으며, 쉥겐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국경을 따로 통제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익이었다. 또한, 쉥겐과 더블린 협약은 유럽연합의 경제 협력 체계에 있어서 중요

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스위스가 앞으로 유럽연합과의 경제적인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 

협약들의 회원국이 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려는 대두되었다. 쉥겐 협약은 

쉥겐 지역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는 국경 통제에 있어

서의 정책을 공통의 기준에 맞춰야 하며, 이는 스위스의 주권을 일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실제로 쉥겐 협약과 더블린 협약의 가입 외의 양자협정은 국민투표안에 회부됮기 전

에 2004년 5월 19일에 체결되고 문제 없이 비준되었지만, 별도로 쉥겐 협약 가입의 문제에 있어

서는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 다행히도 2005년 9월 24일에 진행된 쉥겐 협약 가입에 대한 국민

투표는 54.7%의 찬성표로 통과되었고, 스위스는 국경의 통제에 대한 주권을 일부 포기하는 대

신, 유럽의 단일시장에 거의 준 유럽연합 회원국의 위치로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쉥겐 협정의 가입으로 스위스와 유럽연합의 관계는 안정화된 것은 아니었다. 2005년 

이후 쉥겐 협정을 새로운 유럽연합의 회원국에게 확대하는 것은 2005년 하반기, 그리고 2009년

에 성공하기는 하지만, 스위스 내에서 쉥겐 협약에 탈퇴하고 국경의 통제를 다시 스위스의 정부

가 하기를 원하는 세력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이 세력은 스위스의 이민 정책의 역사를 반영하

기도 하는데, 실제로 스위스의 이민정책은 “Ueberfremdung(excessive foreign presence, 과도한 

외국인의 영향력)11)”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12). 그 결과, 결국 2014년과 2020년에는 쉥겐 

11) Phillippe Wanner, “Chapter 6: Switzerland,” in Heinz Fassmann, Ursula Reeger, Wiebke 

Sivers (eds.), Statistics and Reality: Concepts and Measurement of MIgration in Europe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9) pp. 163-165.

12) 리야노(Riaño)와 월터(Wastl-Walter)는 스위스의 이민 정책을 시기별로 나눈다. 먼저 제1차 세걔 

대전 이전의 스위스는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을 유치하고 시민권을 주어 동화시키려는 노력

을 하였다. 하지만 전간기의 스위스는 외국인의 유입이 스위스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여겨 

대부분의 이민이나 난민의 유입을 금지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경제적인 복구가 필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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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탈퇴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국민투표안이 발안되며 유럽연합과 스위스의 관

계를 흔들었다. 

III.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영향

1.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제도

  유럽 통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한 스위스는 특이한 존재이

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럽 통합을 설명하는 신기능주의와 정부간주의는 스위스의 특수성을 설

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 스위스는 양자협정들을 통하여 유럽연합과 긴밀한 경제적인 

협력, 그리고 제도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만 신기능주의의 주장처럼 그 이상으로 파급

(spillover)되지 않았으며, 정부간주의는 스위스가 유럽연합에 참여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

익이라고 파악했음에도 참여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스위스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스위스의 정치 제도를 이해하여야 한다. 스위스의 정체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비토 포

인특 존재하는데, 이 두 비토 포인트는 연방제와 직접민주주주의 제도이다. 먼저, 연방제의 경

우에는 유럽통합에 있어서 비교적으로 큰 역할을 미치지는 못한다. 스위스의 연방제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외교, 안보, 관세, 화폐, 국방, 혹은 스위스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의 큰 

문제를 다루며 각 칸톤의 정부, 혹은 코문(Commun 스위스의 제일 작은 행정구역) 정부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정책을 관리한다. 그리고 유럽의 통합과 같은 경우에는 외교 안보와 관련이 있

으며, 또한 스위스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방제의 비토 포인트는 작동

하지 않는다. 반면,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실제로 유럽통합의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유

럽통합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스위스의 국민투표제도는 1848년의 연방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184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스위스의 오랜 정치 전통이다. 평균적으로 스위스는 연 3회에서 4회 정도의 전국민을 대상으

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실제로 국민투표는 스위스 

국민들의 일상의 일부이며, 스위스에서는 평소에도 국민투표 발안의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서명

을 요청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국민투표의 당일, 투표용지를 받으면 투표용지

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찬성과 반대의 의견, 그리고 연방 위원회의 찬성이나 거

부 권유를 볼 수 있다. 투표용지에 정보를 제공함을 통하여 스위스 국민들은 투표를 진행할 때 

양 측의 입장을 모두 읽어볼 수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투표 제도는 3가지로 나뉜다13). 먼저 가장 의무적 국민투표(mandatory 

referendum)은 연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국민투표이다. 의무적 국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연방헌법의 전면적 수정이나, 그에 준하는 정책이다.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인 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연방헌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의무적 국민투표에 대상에 해당한다. 

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은 하였지만, 시민이 되는 것을 반기지는 

않았다. 그 결과 방문 노동력(guest-worker) 정책이 실행되었고, 외국인 노동자는 시민권을 얻는 

것이 더 까다로워졌다. 그 이후에는 이민 쿼터제를 실시하면서 국가에 따라서 이민자를 가려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2000년대 들어 유럽연합과의 인적자유이동의 협정이 체결되

며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

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Yvonne Riaño, Doris Wastl-Walter, 앞의 논문, p 1704.

13) 장준호, “스위스 연방의 직접민주주의: 2008년 6월 1일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4)호 (2008), pp.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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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무적 국민투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중다수제(double major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중다수제란 투표자수의 과반의 찬성을 얻고, 또한 칸톤의 과반수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중다수제 제도는 특히 인구가 적은 칸톤의 입장을 보호한다. 두 번째의 유형은 선택적 국

민투표(non-mandatory referendum)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적 국민투표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연방의회의 법안이나 연방정부의 정책결정, 연방헌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제법적 

조약 등의 가입에 대하여 정부 내의 정당이나 의회 내의 정당이 원한다면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택적 국민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이후 100일 안에 5

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선택적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앞선 의무적 국민투표와는 달

리 단순다수제로 가결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유형은 바로 국민발안(popular initiative)이

다. 이전의 두 유형이 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여 국민투표를 실행하는 것이었다면, 국

민발안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법안을 제안하거나 연방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다. 국민발안이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국민발안의 안을 공개한 이후 18개월 안에 10만 

명의 서명을 얻어야 하며, 국민발안의 안에 대해서는 스위스의 연방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반대

안(counter proposal)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반대안은 의무적 국민투표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국

민발안의 안이 국민투표에 회부되면 자연스럽게 함께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하지만 반대안은 역

사적으로 1848년부터 2020년까지 16번만 제시되었으며,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국민발안 또한 이중다수제를 통과하여야 하며, 의무적 국민투표와 같이 칸톤의 다수의 찬성을 

조건으로 하여 단순히 다수를 얻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칸톤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한 것이

다. 실제로 이 이중다수제의 칸톤으로 인해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29일에 실행된 한 국민투표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50.7%가 찬성하여 투표자의 과반수는 획득하였

지만 칸톤의 과반을 얻는 데 실패하여 부결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제

도는 인구가 많은 칸톤이 다른 지역의 의견을 압도할 수 없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그렇기 때

문에 학자들은 “소수의 과도대표성이 스위스 민주주의의 특징14)”이라고 이야기 하고는 한다.

<표 1. 스위스의 국민투표 현황 (1848-2020)>

14) 이옥연, “스위스 다문화주의의 도면: 연방 법제도와 정당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집 (5)
호 (2009), p. 345.

가결 횟수 부결 횟수 총 시행횟수

의무적 국민투표

(mandatory 

referendum)

174 66 240

선택적 국민투표

(Non-compulsory 

referendum)

111 82 193

국민발안

(popular 

initiative)

22 198 220

합계 307 346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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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스위스 통계청15))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스위스의 국민투표 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1848년 이래로 2020년 

11월까지 총 637회의 국민투표가 치러졌음을 볼 수 있다. 스위스의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의 

국민투표의 평균 참여율은 40.9%이다. 실제로 스위스의 국민투표의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스위스의 국민들은 1년에 3~4회 실행되는 국민투표에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 2020년만 

해도 스위스의 국민들은 2월, 9월, 그리고 11월에 3차례의 국민투표를 실행하였다. 원래대로라

면 5월에도 국민투표가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안전을 우려하여 5월의 

국민투표안들은 9월로 이월되어 진행되었다. 2020년 2월에는 2개의 안, 그리고 9월에는 5개, 그

리고 11월에는 2개의 안에 투표를 하여 총 2020년에만 11개의 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치러진 것

이다.  

  국민투표의 가결률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총 637회의 국민투표에서 307개의 국민투표안이 

가결되었고, 이는 약 48%의 국민투표안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투표가 진행되는 

안 중 반 이하가 가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국민투표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다

르게 나타난다. 의무적 국민투표와 같은 경우에는 총 240회 실시되었고 174개의 안이 통과되었

다. 의무적 국민투표는 72.5%가 통과되며, 가결률이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

행되는 정책 사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국민투표는 가결될 확률이 더 높다. 또한, 선택

적 국민투표의 가결률도 높은 편이다. 선택적 국민투표는 총 193회 실행되었고 그 중 111개의 

안이 통과되었다. 확률로 따지자면 57.5%로 반 이상이 통과된다. 반면, 국민발안은 총 220회나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22개의 안만이 통과하였다. 실제로 국민투표에 회부된 국민투표안 

중 10%만 통과된 것이다. 국민발안 형식의 국민투표는 가결률이 높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능동

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투표제도는 스위스가 유럽통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으로 

작용했다. 1992년, 유럽경제지역에 가입하기 위한 중요한 투표가 부결된 것에서 볼 수 있다. 국

민투표가 유럽통합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은 스위스 뿐만이 아니다16). 실제로 2005년에 

유럽연합이 유럽헌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을 때,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국민투표 비준을 실

패해서 좌절되었었다. 프랑스는 2005년 5월 29일, 국민투표의 54.87%의 반대 결과가 나오며 비

준을 실패하였고, 같은 해 6월 1일 네덜란드 또한 반대의견이 61.6%가 나오며 유럽헌법의 제정

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와 스위스가 다른 이유는 바로 스위스가 국민

투표를 연 3~4회 정도로 자주 시행하는 국가이며, 실제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

도가 있어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에서 의회 비준을 하면 최종

적으로 의결될 수 있는 사안은 스위스에서 의회 내의 소수 정당이 선택적인 국민투표를 진행하

15) 합계 투표수를 더해보면 실제로 모든 의무적 국민투표, 선택적 국민투표, 그리고 국민발안의 

시행횟수를 더한 것과 총 합계가 맞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민발안에 대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반대안의 투표인 경우에는 의무적 국민투표로 분류되나, 그와 동시에 국민발안과 

반대안은 같이 투표에 회부되기 때문에 스위스 통계청에서는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즉, 

합계에서 국민투표 횟수가 16이 차이난다는 의미는 역사적으로 1848년부터 2020년까지 16개의 

국민발안의 안에 대하여 정부가 반대안을 내놓아 국민투표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Federal 

Statistical Office, “National popular votes 1848-2020,” 

https://www.bfs.admin.ch/bfs/en/home/statistics/politics.html (검색일: 2020년 12월 6일).

16) 김유정, 앞의 논문, (2005) p. 72.

(total)

https://www.bfs.admin.ch/bfs/en/home/statistics/polit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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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스위스의 국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중요성이다. 

2. 유럽과 관련된 주요 국민투표 (1992-2009)

<표 2. 유럽과 관련된 스위스 국민투표 (1992~2009)>

(데이터 출처: 스위스 통계청17))

  앞서 언급했듯이, 스위스의 국민투표제도는 스위스와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하게 작동했다. 1992년의 유럽경제지역 가입의 실패가 가장 대표적이다. 스위스는 유럽연합

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유럽경제지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유럽자유무역협회 회원국과 함께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결정적으로 국민투표

에서 부결되면서 가입에 실패하였다. 1992년 12월 16일에 진행한 국민투표는 참여율이 

78.73%로 매우 높았다. 그리고 23,806표 차이로 찬성 49.7%, 그리고 반대 50.3%로 부결되었

다. 표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실제로 각 주의 투표 결과를 보면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

17) Federal Statistical Office, “Votations,”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politique/votations.html (검색일: 2020년 
11월 28일)

시행일 사안
찬성 

(총 투표%)
반대 

(총 투표%)
통과 여부

1992.12.06. EEA 가입 여부 49.7% 50.3% X

2000.05.21.
유럽연합과의 
1999년 협정 비준

67.2% 32.8% O

2001.03.04.
유럽연합 가입 이니셔티브
(Oui a l‘Europe!)

23.2% 76.8% X

2005.06.05.
쉥겐/더블린 협약 가입 
여부

54.6% 45.4% O

2005.09.25.
새로운 유럽연합 국가들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 허용

56% 44% O

2009.02.08.
자유로운 인적 이동 허용 
불가리아, 루마니아로 확대

59.6% 40.4% O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politique/vota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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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주의 찬성과 반대 결과를 보면, 7개의 주에서만 과반이 찬성하였고, 나머지 

16개의 주는 반대가 우세하였기 때문에 2만 표의 차이가 뒤집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의 과반

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경제지역에 가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92년의 국민투표는 스

위스가 앞으로도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는 걸 보여줬

다. 

  1992년에 유럽경제지역에 참여를 실패한 이후, 1999년 체결된 양자협정I에 대한 선택적 

국민투표가 2000년 5월 21일에 실행되었다. 해당 국민투표는 66,733명의 서명을 받아 실행

되었으며, 총 투표자의 과반을 얻으면 통과될 수 있었다. 투표 결과, 67.2%의 찬성 결과가 

나왔으며, 스콰이츠(Schwyz)와 테신(Tessin) 두 주 빼고는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하기 나왔

다. 2000년의 국민투표는 성공적이었으며, 유럽과 스위스의 양자협정을 국민의 대다수가 지

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에 곧바로 이어진 2001년 3월 4일의 유럽연합 가입 이

니셔티브(Oui a Europe!)는 실패한 국민투표였다. 유럽연합 가입 이니셔티브는 국민 발안 

제도를 활용한 국민투표안이었다. 유럽연합 가입 이니셔티브는 정부가 국민투표가 통과되자

마자 유럽연합과 함꼐 유럽연합의 가입을 궁극적으로 목표하여 협상을 시작하라는 것이 주

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유럽연합과 스위스가 이미 양자협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스위스의 연방의회와 연방위원회는 둘 다 반대를 권고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스위스의 연방위원회는 이미 양자협정 체계가 수립된 상황에서 갑자

기 유럽연합 가입으로 전환은 어려운 사안이며, 또한 해당 이니셔티브는 협상의 시작만을 

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이행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투표 

결과, 76.8%의 투표자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단 한 개의 주도 과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2001년의 유럽연합 가입 이니셔티브는 일부 국민들의 유럽연합 가입의 의사를 보여

주기는 하였지만, 이미 이 당시의 국민여론은 스위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양

자협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드러난 국민투표였다. 

  한편, 2004년 유럽연합-스위스 양자협정II에서 논의되었던 쉥겐 협약과 더블린 협약의 가

입에 대한 투표 또한 선택적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86,732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되게 되었

다. 투표는 2005년 6월 5일에 실행되었으며, 선택적 국민투표였기 떄문에 투표자의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리고 투표 결과, 약 25만 표의 차이로 찬성이 54.6%, 

그리고 반대가 45.4%의 결과가 나왔고, 스위스는 쉥겐 협약과 더블린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

다. 

  이에 이어서 유럽연합이 확장됨에 따라 유럽연합에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였고, 스위스는 

유럽연합의 신규 회원국들에게 또한 쉥겐 협약에 따라서 국경을 열어줄 것인지에 대한 국민

투표를 두 차례 진행되었다. 2005년 9월 25일, 쉥겐 협약에 가입한 같은 해에 유럽연합 새

롭게 가입한 10개 국가(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게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하였다. 스위스의 연방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양자협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월 25일의 

투표가 통과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경을 여는 것이 오히려 스위스의 국

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강력하게 투표의 찬성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투표 결과, 56%

의 찬성으로 신규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국경을 열어주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2009년 2월 8

일에는 신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게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데, 투표 결과 59.6%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찬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2004년과 2009년의 유럽연합 신규 회원국과 관련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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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표는 당시 국민들의 여론이 쉥겐 협약에 따른 국경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긍정하고 있

음을 보여주며, 처음에 쉥겐에 가입하였을 때의 찬성율인 54.6%에서 2005년 9월의 56%, 그

리고 2009년의 59.6%의 찬성율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쉥겐 협약에 대한 찬성율이 올라가

는 것을 보여주었다. 

3. 스위스의 국민투표 결과 분석

  1) 스위스의 다문화주의과 다언어주의(Multiculturalism and Multilingualism)

  스위스는 스위스 내의 다양한 문화권, 특히 공식 언어로 사용되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

탈리아어, 그리고 로망슈어를 사용하는 각각의 지역의 특성을 존중한다. 스위스의 연방헌법

에도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8). 

<표3. 스위스의 언어별 인구 변화(1970-2018)>

(표 출처: 스위스 통계청19))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스위스의 다수의 국민은 독일어를 주 언어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렇

다고 해서 공식 언어 간에 위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는 모두 동

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소수가 사용하는 로망슈어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공간에서 로망슈어

로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다. 2018년을 기준으로 스위스의 약 62%의 인구가 독일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인구인 23%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고, 약 

8%의 인구가 이탈리아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스의 언어의 비율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변화하고 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프랑스어와 그 외 언어를 사용

18) 스위스는 연방헌법의 전문과 본문 1장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이에 대한 존중을 명시한 국가이다.  스
위스의 전문은 “(..) 상호존중하며 다양성 속의 단일성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어 본문의 1조에서는 “스위스는 (...) 내적 결속과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한다.”라고 명시하
며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옥연, 위의 논문, pp. 339-340.

19) 표는 순서대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그리고 그 외 언어들이다. Feder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résidente permanente selon la ou les langue(s) principale(s), 
de 1970 a 2018,”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population/langues-religions/langues.as
setdetail.11887094.html (검색일: 2020년 11월 28일)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population/langues-religions/langues.assetdetail.11887094.html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population/langues-religions/langues.assetdetail.11887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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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1970년대 독일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65%에 가까웠으나 현재는 

62%로 줄어들었고, 이에 비하여 1970년대에 20% 미만의 인구가 프랑스어를 사용했던 것에 비하

여 최근 2018년에는 23%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눈에 띄는 증가 추세는 마지막 카

테고리인 그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인데, 1970년도에는 5%도 안 되었으나, 2018년에는 20%

를 넘는 인구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스위스의 공식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

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외국인의 유입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그 외의 언어를 사용

하는 카테고리의 2000년대에 10%도 안 되었으나 2010년대에는 거의 20%로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쉥겐 협정의 가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은 스위스의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지도 1. 스위스의 언어 분포 (2016-2018)>

(지도 출처: 스위스 통계청20)) 

  위의 네 지도는 스위스의 지역별 언어 분포를 나타낸다. 순서대로 붉은 색 지도는 독일어권 

인구의 분포를 보여주며, 이후 파란쌕 지도가 프랑스어, 초록색 지도가 이탈리아어, 그리고 마

지막 지도인 보라색 지도는 영어권 인구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붉은 색 지도를 살펴보

면, 주로 중부와 북부의 색이 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스위스의 북쪽의 국경이 독

일과 맞닿아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먼저 북부 지역을 보게 되면, 스위스의 대표적으로 큰 

도시들이 위치해 있는 칸톤들이 있다. 베른(Berne)은 83.1%의 인구가 독일어를 주 언어로 사용

하는 독일어권 칸톤이며, 취리히(Zurich) 또한 81.6%의 인구가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다. 또

20) Feder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résidente avec la langue principale,”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catalogues-banques-donnees/cartes.ass
etdetail.12347501.html (검색일: 2020년 11월 28일)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catalogues-banques-donnees/cartes.assetdetail.12347501.html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catalogues-banques-donnees/cartes.assetdetail.12347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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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부 지역은 역사적으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민족들이 거주하였던 산맥 지역이다. 중

부 쪽의 독일어권의 칸톤에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칸톤들이 존재한다. 91.4%의 인구가 독일어를 

사용하는 우리(Uri), 91.2%의 독일어권 인구가 사는 니드왈드(Nidwald), 90.5%의 인구가 독일어

를 사용하는 오브왈드는 소규모의 칸톤들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스콰이츠(Schwyz)의 88.4%의 

인구가 독일어를 사용하며, 루체른(Lucerne) 또한 88.2%의 인구가 독일어를 사용한다. 

  독일어권 칸톤이 주로 중부에서 북부에 있다면, 프랑스어권 칸톤은 주로 서부에 위치하고 있

다. 독일어권 칸톤이 독일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프랑스어권 지역 

또한 프랑스와의 접경 지역에 있다. 가장 짙은 파란색의 지역들인 서북부 칸톤들은 바로 인구의 

90.2%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쥬라(Jura)와 87.3%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누샤텔(Neuchâtel)이

다. 그 외에도 보드(Vaud)의 82.5%의 인구 또한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국제기구로 유명한 도시

인 제네바(Geneve) 또한 79.8%의 인구가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한다. 여기서 더 주목할만한 점은 

바로 산맥 지역이자 앞서 언급된 독일어권 칸톤인 오브왈드와 우리에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

는 인구가 거의 없어 색이 전혀 칠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그 외의 산맥 지역 또한 프랑스어권을 

사용하는 인구가 적다는 점이다. 

  세 번째 지도는 이탈리아어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어는 스위스의 

인구 중 8% 정도만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비교적 지도에 진한색이 없는 편이다. 다

만, 스위스 남부의 이탈리아와 접경지역인 테신(Tessin0의 경우에는 인구의 88%가 이탈리아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탈리아어권 칸톤이다. 테신 또한 국민투표에 있어서 매번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주이기도 하다. 마지막의 지도인 보라색 지도는 스위스의 네 개의 공식 언어 중 나머

지 한가지 언어인 로망슈어를 주로 사용하는 인구를 보여주는 지도가 아닌, 영어를 주로 사용하

는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로망슈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지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로망

슈어가 인구의 약 1% 정도만이 사용하는 소수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표 3>에서 언

어별 인구변화에 눈에 띄었던 그 외 언어의 증가 지역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물론, <표 3>에서 

그 외 언어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의 다양한 언어를 포함하지만 영어를 사용하

는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유의할 점은, 영어는 여전히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

기 때문에 보라색 지도에서 가장 짙은 지역도 인구의 다수가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도에서 가장 짙은 보라색의 지역인 제네바는 인구의 10.4%가 영어를 주 언어로 사

용하며, 보드는 7.8%의 인구가 영어를 사용하고, 북부의 취리히의 경우에는 7.9%의 인구가 영어

를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어 사용자의 분포는 각 칸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

히 제네바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많은 

외국인이 일하며 제네바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취리히와 같은 경우에도 금융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금융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많다. 

  이와 같은 지역별 언어분포가 중요한 이유는, 언어권의 분포에 따라 각 지역이 대체적으로 유

럽 연합에 다른 의견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통합에 있어서 프랑스어권 지역과 독일

어권 지역은 유럽 통합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통 프랑스어권의 스위스인들은 

스위스가 유럽에 통합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독일어권의 스위스

인들은 유럽통합에 거부감을 느끼며 유럽을 스위스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김응운(2005)는 이러한 입장 차이의 원인을 두 언어권의 역사에서 찾는다21). 실제로 스

위스의 역사상, 독일어권의 스위스인들의 역사가 프랑스어권 인구의 역사보다 더 길기 때문이

다. 스위스는 처음 산맥 지역의 독일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후 

21) 김응운, 앞의 논문, (2005), pp.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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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권 지역은 스위스로 편입되었다. 프랑스어권 지역이 스위스에 편입된 것은 유럽에서 나

폴레옹이 실각한 이후에 개최된 비엔나 회의(Congress of Vienna)를 통해서였다. 이 당시의 영

토 처리 과정에서 스위스의 영세중립이 보장된 것과 함께, 영토가 지금의 많은 프랑스어권 지역

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권의 스위스 국민들은 스위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오래 유지한 반면, 프랑스어권 스위스 국민들의 역사는 1800년대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에 프랑스어권 스위스 지역에 사는 스

위스인들이 프랑스인으로서, 혹은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도 2. 스위스 국민당(SVP/UDC) 2015년 연방위원회 선거 지지도>

(지도 출처: 스위스 통계청22)

  두 지역의 유럽통합의 태도에 대한 차이는 스위스의 반유럽통합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국

민당의 지지도에서도 드러난다. 국민당은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유럽통합에 대한 반대 아젠다

를 대표적으로 내걸며 유세를 하였으며, 또한 1992년의 유럽통합의 시도가 멈추자, 이후의 자유

로운 인적 이동을 문제시하며 이민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당이기도 하다. 국민당은 스위

스의 민족성을 강조하며, 스위스는 유럽에 문을 열 것이 아니라 스위스 고유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23). 스위스는 오랫동안 4대 정당 국민당(SVP/UDC), 사민당(SPP/PSS), 자민

당(FDP/PRD), 그리고 기민당(CVP/PDC)의 연정을 유지해왔다. 4대 정당들은 전국적인 지지를 받

기는 하지만 주요 정당들의 지지기반은 전국적 단위보다는 칸톤의 단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또한 언어권별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옥연(2009)는 스위스의 주요 보수당인 국

22) Federal Statistical Office, “Force de l'Union démocratique du centre (UDC), en 2015,” (검

색일: 2020년 12월 6일)

23) Simon Bornschier, “The New Cultural Conflict, Polariza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Swiss Party System, 1975-2011,”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1(4), (2015) pp. 69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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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과 자민당을 비교하면서 이 중 국민당의 경우에는 대체로 독일어권 유권자에게 높은 지지를 

받는 편이며, 자민당이 프랑스어권과 이탈리아어권에서 지지를 받는 정당임을 보여준다24). 실제

로도 실제로도 위의 <지도 2>에서는 주로 독일어권 지역인 중부의 산맥 지역과 북부에서 지지율

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 최근 사례 분석: 2014년과 2020년의 국민투표

  스위스의 프랑스어권과 독일어권의 유럽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는 1992년 투표에서도 명확했

다. 1992년 12월 6일 유럽경제지역의 가입 여부를 의제로 한 국민투표에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

럼 찬반 투표의 총 투표수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지만, 대신 각 칸톤의 투표의 결과는 차이가 

두드려졌다. 먼저, 찬성의 의견이 70%가 넘었던 주는 80% 찬성의 누샤텔(Neuchâtel), 78.3%의 

보드(Vaud), 78.1% 찬성의 제네바(Geneve), 그리고 77.1%의 주라(Jura) 모두 평균적으로 인구의 

80% 이상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어권 지역이다. 반면, 반대의 의견이 70%를 넘긴 칸톤은 

74.9%의 반대의 우리(Uri), 73.3%의 스콰이츠(Schwyz), 71.8%의 오브왈드(Obwald)로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80% 이상의 인구가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어권 칸톤들이다. 쉥겐 협약과 더블린 협

약의 가입에 있어서도 두 지역의 의견은 나뉘었다. 2005년의 쉥겐 협약 가입을 주로 하는 국민

투표는 약 25만 표의 차이로 찬성이 우세하여 통과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칸톤 별로 차이가 존재

했음. 제네바(Geneve)와 같은 경우에는 투표자의 62.9%가 찬성 의견을 표시하였고, 누샤텔

(Neuchâtel) 또한 70.9%의 투표자가 찬성하였다. 반면, 독일어권 주인 스콰이츠(Schwyz)는 

61.9%의 투표자가 반대하였고, 우리(Uri) 또한 61,3%의 투표자가 반대하였다. 

<지도 3. 2014년 국민투표 결과 분포>

(지도 출처: 스위스 통계청25)

24) 이옥연, 앞의 논문, (2009), p. 346.
25) Federal Statistics Office, “Initiative populaire «Contre l'immigration de m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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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인 차이는 2014년의 국민투표 “Contre l’immigration en masse(Against 

mass immigration)”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2014년의 국민투표는 국민당으로 중심으로 하는 

반이민 세력이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국민투표안의 결과였다. 국민당은 스위스로의 이민을 통

제하기 위하여 쿼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민발안을 주도하였고, 2012년 3월 19일 135,557

명의 서명을 받아 발안한다. 이에 연방 위원회는 국민당이 제안한 국민발안에 대하여 반대의 투

표를 권유하였다. 연방 위원회는 애초에 스위스가 이민을 통하여 이익을 보고 있으며, 특히, 이

민을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유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약은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규

제를 가하게 된다면 유럽연합과의 기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연방 위원회의 적극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9일 실행된 국민투표의 결과, 찬

성 50.3%와 반대표 49.7%라는 2만 표도 안 되는 차이로 통과되었다. 투표 참여율은 56.7%였으

며, 칸톤 기준으로는 14.5개 주가 찬성하였고, 8.5개의 주가 반대하였다. 

  <지도 3>은 2014년 이민자 쿼터제를 주제로 하는 2월 9일의 국민투표의 칸톤별 지지도를 나타

낸다. 초록색 지역은 과반 이상이 국민투표안에 대하여 찬성한 지역이며, 보라색 지역은 과반 

이상이 반대한 지역이다. <지도 3>에서의 특이한 점은 먼저, 기존의 프랑스어권과 독일어권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게 이민자 쿼터제를 반긴 지역이 바로 테신

(Tessin)으로, 투표자의 68.2%가 이민자를 규제하는 것에 찬성의 의견을 표명했다. 스위스 남부 

지역인 테신은 이탈리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그 결과 유럽의 난민 위기에서 이탈리아로부

터 건너오는 난민들로 인하여 강한 반이민정서거 형성된 지역이다. 예외적인 테신 이외에도 여

전히 서부의 프랑스어권과 중북부의 독일어권의 의견 차이는 존재했다. 중북부의 지역은 주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반면, 서부의 프랑스어권 지역은 주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

로 이민 규제에 찬성한  대표적인 독일어권 지역은 바로 중부의 산맥 지역에 위치하는 스콰이츠

(Schwyz)이며, 스콰이츠의 투표자의 63.1%가 규제를 찬성했다. 반면, 프랑스어권 지역에서는 대

부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보드(Vaud)의 투표자의 61.1%는 반대를 표명하였고, 제네바

(Geneve)의 60.9%의 투표자 또한 반대했다. 그리고 누샤텔(Neuchâtel) 또한 이번에도 60.7%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2014년 국민투표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바로 테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

떤 지역의 찬반의 의견도 65%를 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거의 모든 지역이 비슷하게 투표

를 한 상황은 이민 규제라는 사안에 있어서 스위스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며, 이는 스위스의 오래된 반이민 정책의 역사와 일맥상통

하기도 한다. 

  하지만 2014년의 국민투표가 통과된 것은 스위스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결과였다.  자유로운 

인적 이동에 관한 협약은 유럽연합과 스위스의 양자협정 체계에서 흔히 “기요틴 협약

(guillotine clause)”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 협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그 외의 다른 협약 

또한 자동으로 파기되어 재협상을 시작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의 유럽연합과 스위스

의 양자협정 체계가 무너진다면 유럽연합 국가 수출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에게는 

큰 경제적인 타격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태도 또한 냉담했다. 유럽연합은 스위

스가 2014년의 국민투표의 결과대로 유럽연합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다면 스위스

는 더 이상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유럽의

회의 의장인 마틴 슐츠(Martin Schulz)는 유럽연합이 브렉시트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마

https://www.atlas.bfs.admin.ch/maps/13/fr/10697_10694_196_181/18034.html (검색일: 2020년 

12월 6일)

https://www.atlas.bfs.admin.ch/maps/13/fr/10697_10694_196_181/180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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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유럽연합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스위스와의 협상에서

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6). 결국 스위스는 유럽연합의 강경한 입장

을 받아들이고 국민투표안보다는 훨씬 약화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을 내렸고 연방의회

는 이민을 완전히 제한하는 법안 대신, 더 약화된 버전의 법을 통과시켰다27).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이민자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스위스 국민들이 

유럽연합 국민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실업률이 스위스의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채용하는 회사는 채용 

공고를 해당 지역의 고용 센터에서 먼저 진행하고, 고용 센테의 지원자를 모두 면접한 이후

에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채용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스위스 연방의회와 연방정

부의 선택은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가진 국민당은, 연방의회의 법안이 2014년의 국민투표의 결과를 제대

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며, 다시 한 번 2020년에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발안했다. 2020년의 국민투표는 국민발안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1월 

16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2018년 9월 25일에 116,139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에 회

부되었다. 2014년의 이민 쿼터제를 주장했던 국민당의 발안과는 달리, 이번의 국민발안은 

유럽연합과의 인적 자유이동과 관련된 협약을 1년 이내에 완전히 종료하고 스위스 정부가 

이민과 국경 통제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스위

스가 다른 국가와 스위스의 국경 통제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방지하고자 하였다.

  연방위원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국민투표 발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

명하였다. 2014년의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연방위원회는 유럽연합과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를 하였지만, 실제로 2014년의 국민투표가 통과된 이후, 강경한 

유럽연합의 태도를 협상과정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는 우려가 컸을 것이다. 위

스 연방 위원회는 인적 자원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으면 스위스에게 이익이 

됨을 주장하며, 스위스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유럽자유

무역협회와의 자유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로서는 국경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비용이 감소하였지만, 다시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행정 비용이 추가적

으로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위스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표 4. 2020년 9월 27일, “For Moderate Immigration” 투표결과>

(데이터 출처: 스위스 통계청28))

26) Patrick Wintour, The Guardian, “EU tells Swiss no single market access if no free movement 

of citizen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jul/03/eu-swiss-single-market-access-no-free-movemen

t-citizens (검색일: 2020년 11월 28일)

27) EIU ViewsWire. “Switzerland Politics: Compromise Legislation on 2014 Referendum Approved.” 

(2016)

찬성 반대
총 투표 (%)

38.3% 61.7%

칸톤 투표 결과
3 1/2개 17 5/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jul/03/eu-swiss-single-market-access-no-free-movement-citizen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jul/03/eu-swiss-single-market-access-no-free-movement-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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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27일에 실행된 국민투표는 2014년 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반대 의견이 강력하

게 표출되었다. 반대표는 총 투표의 61.7%였고, 찬성은 38.3%였다. 주 기준으로는 19.5개 

주가 반대하였고, 3.5개의 주가 찬성하였다. 이번 선거는 반대의 입장이 754,354표를 더 얻

으면서 과반수를 얻었다. 대부분의 주가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의 2020년 선

거에서는 언어권별의 표 차이는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프랑스어권 칸톤들은 2014

년과 같이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누샤텔(Neuchâtel)은 2014년에 비하여 더 반대 의견이 강

화되어 71.1%의 투표자가 반대표를 던졌고, 제네바(Geneve) 또한 69%의 투표자가 반대했다. 

반면, 유일하게 찬성의 의견을 던진 3.5개의 주 중 하나인 스콰이츠(Schwyz)는 어김없이 이

민규제에 찬성하였지만, 그 찬성의 비율이 53.4%로 2014년의 60%가 넘었던 이민 규제 찬성 

의견에 비하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성향은 기존의 2014년의 이민 규제를 강력하게 

찬성하였던 테신(Tessin) 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반이민 정서가 강한 지역이기 때

문에 투표자의 53.1%가 찬성 의견을 표하였지만, 2014년의 65%가 넘는 찬성에 비하여 약해

진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독일어권 지역인 오브왈드(Obwald)와 같은 경우에는 50.9%의 투

표자가 반대했으며, 우리(Uri) 또한 50.4%의 투표자가 반대표를 던져 크지 않은 차이로 반

대 표가 우세했다. 

  전반적으로 2020년의 강력한 이민 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스위스의 칸톤들은 반대를 

표하였고, 적어도 독일 지역은 스콰이츠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강하게 찬성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2014년의 국민투표에서 단순히 이민자의 쿼터제를 제안한 것과는 달

리, 이번의 2020년의 국민투표는 전격적으로 국경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겠다는 급진

적인 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2020년의 투표 결과로 인하여 스위스는 유럽연합과의 양

자협정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유럽연합은 스위스의 국민투표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29). 하지만 스위스와 유럽연합의 관계가 앞으로도 안정적일 것이라는 보

장은 없다. 2014년, 그리고 2020년의 반이민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투표를 이끈 국민당

은 이번의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당은 앞으로도 이민을 규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30)기 때문이다. 국경에서의 인적인 자유로운 이동은 2014년, 그리고 또 다시 2020

년의 유럽연합과 스위스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위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은 스위스 

내부의 국민당과 같은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우파 정당이 지속적으로 연

방정부에 참여한다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위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고도 유럽연합과의 어떻게 관계를 유지했

28) Federal Statistics Office, “Votation populaire du 27.09.2020,” 

https://www.bk.admin.ch/ch/f/pore/va/20200927/index.html (검색일: 2020년 11월 28일)

29) European Commission. Statement/20/1755, "Statement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the 

result of the Swiss referendum regrarding freedom of movement with the EU."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1755. (검색일: 

2020.11.22)

30) 국민당의 대표인 마르코 치사(Marco Chiesa)는 2020년의 국민투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라고 표현하며, 앞으로도 이민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다시 스위스의 통제 

하의 놓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BBC. "Switzerland referendum: Voters reject end to 

free movement with EU."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4316316. (검색일: 

2020.11.22)

https://www.bk.admin.ch/ch/f/pore/va/20200927/index.html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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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분석한다. 스위스는 지속적으로 초국가적인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그와 

동시에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스위스는 

유럽자유무역협회에 가입하여 유럽연합과의 유럽경제지역에 참여하여 유럽 내부의 단일시장

을 접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스위스는 국민투표의 부결로 인하여, 유럽경제지역에 가입하

지 못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양자협정을 유럽연합과 체결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는 준 유럽연합 회원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

럽연합과 많은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스위스가 유럽연합과

의 경제적인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유럽연합의 다양한 경제적인 정책에 

맞추어 국내 정책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양자협정의 관계는 10년 정도 잘 유지되었으나, 2014년, 유럽연합과의 양자협

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국경 간의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반대하는 국민투표가 통과되었

고, 이는 다시 한 번 국민투표가 스위스와 유럽연합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992년의 국민투표로 인하여 스위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유럽경제지역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2014년의 국민투표의 가결로 인하여 유럽연합

과의 양자협정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위기는 또 한 번 2014년 국민투표에 대한 조치에 

불만을 가진 반이민 세력이 2020년에 국민투표를 회부하면서 발생했지만 운이 좋게도 2020

년의 국민투표는 반대의 결과가 우세하여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14년, 그리고 2020년의 사례는 스위스의 국민투표제도라는 제도가 어떻게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스위스의 국내의 분열된 지역 간, 특히 언어권 간

의 갈등이 국민투표로 인해 쉽게 표출되는지를 보여줬다. 

  유럽연합과 스위스의 관계는 2014년과 2020년의 국민투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유럽연합

과의 관계를 반대하는 세력의 국민투표가 발안되고, 만약에 그 국민투표가 통과된다면 얼마

든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국민당과 같은 우파 세력이 국민의 여론에 

맞는 국민투표를 발의해서 다시 한 번 국민투표를 치르게 된다면, 또다시 유럽연합과 스위

스의 관계는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투표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의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당시의 국

민의 여론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그렇

기 때문에 스위스와 유럽연합과의 앞으로의 관계는 스위스의 정치의 가장 큰 변수인 국민투

표가 어떠한 방식을 발의되고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23 -

<참고문헌>

-BBC. "Switzerland referendum: Voters reject end to free movement with EU."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4316316. (검색일: 2020.11.22)

-Bornschier, Simon “The New Cultural Conflict, Polariza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Swiss Party System, 1975-2011.”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1-4. (2015).

-European Commission. “Robert Schumann: the architect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ject”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history/eu-pioneers_en#robert_schuman 

(검색일: 2020년 12월 5일).

-European Commission. Statement/20/1755, "Statement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the 

result of the Swiss referendum regrarding freedom of movement with the EU."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1755. (검색일: 

2020.11.22)

-OECD. “Selected indicators for Switzerland.” https://data.oecd.org/switzerland.htm 

(검색일: 2020년 12월 5일). 

-EIU ViewsWire. “Switzerland Politics: Compromise Legislation on 2014 Referendum 

Approved.” (2016)

-Federal Statistical Office, “National popular votes 1848-2020,” 

https://www.bfs.admin.ch/bfs/en/home/statistics/politics.html (검색일: 2020년 12월 

6일).

-Feder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résidente permanente selon la ou les 

langue(s) principale(s), de 1970 a 2018,”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population/langues-religions/langue

s.assetdetail.11887094.html (검색일: 2020년 11월 28일)

-Federal Statistical Office, “Votations,”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politique/votations.html (검색일: 

2020년 11월 28일)

-Federal Statistics Office, “Votation populaire du 27.09.2020,” 

https://www.bk.admin.ch/ch/f/pore/va/20200927/index.html (검색일: 2020년 11월 

28일)

-The Globalist, “European political structures,” 

https://www.theglobalist.com/uk-brexit-european-union-membership-fee/ (검색일: 2020년 

12월 5일)

-Riaño, Yvonne, Wastl-Walter, Doris. “Immigration policies, state discourses on 

foreigners,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Switzer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38 (2006).

-Sandholtz, Wayne. Zysman, John. “1992: Recasting the European Bargain.” World 

Politics 42-1 (October, 1989).

-Wintour, Patrick. The Guardian. “EU tells Swiss no single market access if no free 

movement of citizens”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history/eu-pioneers_en#robert_schuma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1755
https://data.oecd.org/switzerland.htm
https://www.bfs.admin.ch/bfs/en/home/statistics/politics.html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population/langues-religions/langues.assetdetail.11887094.html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population/langues-religions/langues.assetdetail.11887094.html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politique/votations.html
https://www.bk.admin.ch/ch/f/pore/va/20200927/index.html


- 24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jul/03/eu-swiss-single-market-access-no-free-m

ovement-citizens (검색일: 2020년 11월 28일)

-김부성. “스위스ㆍ독일ㆍ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越境的) 상호작용.” 

대한지리학회지 제41집 1호 (2006).

-김유정. “스위스와 유럽정치: 연속과 변화.” 통합유럽연구 제6집 1호 (2015).

-김응운. “스위스의 대(對) 유럽연합 정책.” 유럽연구 제22호 (2005)

-우철구 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이옥연. “스위스 다문화주의의 도면: 연방 법제도와 정당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집 5호 (2009).

-장준호. “스위스 연방의 직접민주주의: 2008년 6월 1일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4호 (200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jul/03/eu-swiss-single-market-access-no-free-movement-citizen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jul/03/eu-swiss-single-market-access-no-free-movement-citize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