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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수정안 표결 결과
곽동철 연구원(02-6000-5604, kwakie@kita.net)

Ⅰ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수정안 표결 결과

□ 영국 의회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1.15)한 이후, 1월 29일 메이 총
리의 플랜 B에 대한 7개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으며, 이 중 2가지 수정안을
통과시킴
o (보수당 스펠만 의원의 수정안: 가결)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해 브렉시트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회가 브렉시트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존 메
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추가하였으며 8표 차이로 가결
o (보수당 브래디 의원의 수정안: 가결)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과 유사하나
‘안전장치’를 ‘대안협정(alternative arrangement)’으로 대체하자는 수정안으로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의 지지를 받아 16표 차이로 가결
* 안전장치(backstop):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 국경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

o (노동당 코빈 대표의 수정안: 부결) 정부안에서 노딜 시나리오를 배제하고 EU와
영구적 관세동맹을 체결해야 한다는 수정안이나 31표 차이로 부결
o (스코틀랜드민족당 블랙포드 대표의 수정안: 부결) EU 탈퇴일을 연기하고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해야 한다는 수정안이나 288표 차이로 부결
o (보수당 리그브 의원의 수정안: 부결) 3월 26일 이전까지 노동당 계획, 제2 국민
투표, 노딜, 노르웨이형 관계 등 다양한 대안을 의회가 토론하고 표결해야 한다는
안이나 20표 차이로 부결
o (노동당 쿠퍼 의원의 수정안: 부결) 정부가 2월 26일까지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
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탈퇴일을 올 연말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수정안이나
23표 차이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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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당 리브 의원의 수정안: 부결) 쿠퍼 의원의 수정안과 유사하나 탈퇴연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수정안이며 32표 차이로 부결
□ 가결된 스펠만 의원의 수정안과 브레디 의원의 수정안은 정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메이 총리는 수정안을 따르라는 정치적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하여 탈퇴일을 연기하자는 수정안은 부결되어 영국은 기존 일
정대로 3월 29일 EU를 탈퇴할 예정

Ⅱ

향후 시나리오

□ 메이 총리는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의 안전장치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EU와 재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그러나 EU는 안전장치를 포함한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이 최선이며 영국 정부와 재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
□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또는 브렉시트 수정안에 대해 2
차 의회 표결 △ 노딜 브렉시트 △ EU와 전면 재협상 △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 △
총선 △ 불신임투표 등이 거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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