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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내부시장법안 1차 가결

◆ 영국 의회는 EU 및 정치권의 국제법 위반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부시장법안을 77표차로 1차 가결(찬성 340표, 반대 263표)
◆ 시장참가자들은 EU와의 갈등으로 미래관계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수정안 채택 또는 상원의 승인거부
에 따른 법안확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Ⅰ
□

영국 의회 표결 결과

영국 의회(하원)는 정부가 제출(9.9일)한 내부시장법안(Internal Market Bill)을
77표차(찬성 340표, 반대 263표)로 9.14일 1차 가결
*

*

ㅇ

영국 의회는 법안 심의 시 3차례의 독회 과정을 가지는데 2차 독회에서 1차 표결을,
3차 독회에서 2차 표결을 실시

동 법안은 금년말 전환기간 종료 후 EU법률을 대체하여 영국 내
무역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EU탈퇴협정과 상충되는
조항 이 포함되어 논란을 야기
*

*

□

영국 정부의 수출 관련 규정 제정권한(제42조), 북아일랜드 합의 관련 해석
및 규정 제정권한(제43조), 동 법의 국제법 우선 적용(제45조) 등이 포함

동 법안 발의 후 협상상대방인 EU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법안에 반대
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등 논란이 확대
ㅇ EU 집행위원회는 영국이 양측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9월말까지 논란이 되는 조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 및 금융 제재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 전환기간 종료 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여 무역제재를 실시
하거나 중재 절차를 발동해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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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집권 보수당
내 의원 30여명 정도가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영국 내 유력
정치인도 동 법안을 비판
― 보수당(Theresa May, Sir John Major, David Cameron) 및 노동당(Tony Blair,
Gordon Brown) 前 총리들은 동 법안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
ㅇ 한편 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도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영 무역
협정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
ㅇ Johnson

영국 의회는 다음 주까지 4일간 위원회 검토
독회 하원 최종통과 를 실시할 예정

□

(

Ⅱ

를 거친 후 3차

(9.15~16, 9.21~22)

)

법안 통과에 대한 반응 및 향후 전망

언론) 하원의 의석분포 및 보수당 구성을 고려할 때 금번 1차 표결 가결은
예상된 결과이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ㅇ 보수당이 하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650석중 364석)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EU탈퇴협정 승인 과정에서 당내 온건세력이 다수 탈당한 후 Brexit 강경
노선이 주류를 형성
ㅇ 일부에서는 동 법안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EU탈퇴협정이 북아일랜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초래하고 보수당의 브렉시트 완수
공약에도 의문을 제기될 수 있다고 예상

□ (

정치권) Johnson 총리는 EU측이 미래관계협상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난
하면서 내부시장법안은 영국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법안을 옹호한
반면 일부 보수당 의원 및 야당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
ㅇ Johnson 총리는
에 의한 영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탈퇴협정 수정이
필요하며 미래관계협상 타결에도 동 법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ㅇ 일부 보수당 및 야당 의원들은 동 법안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며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협상전략이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

□ (

EU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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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참가자) EU와의 갈등으로 미래관계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되며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수정안 채택 또는 상원의 승인거부로 인한
법안확정 지연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내부시장법안을 둘러싸고 영국-EU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No-deal 가능성을 상향 조정
(35%→40%)(Natwest)

의원 보수당 은 탈퇴협정 상충 조항 관련 최종 결정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의원들의 결집을 도모하고 있어
보수당 의원들의 동조 여부를 지켜볼 필요(DB)
ㅇ 상원이 법안에 대한 거부·수정 권한을 활용하여 정부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연말까지 법안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BoA)
― 다만 선출직인 하원에 비해 권한이 크지 않은 상원(명예직)이 하원 통과
법안에 지속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공감대가 필요
ㅇ 한편 일부 투자은행은 영국 정부가 교착상태에 있는 미래관계협상을
EU정상들의 핵심의제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향후 영국-EU 정상 간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JPM)
― 미래관계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영국이 EU탈퇴협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EU정상들의 협상 참여를 압박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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