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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의 말씀 ※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께,

유난히 드세던 추위가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경희대학교 교정에는 어느새 벚

꽃 봉오리가 돋아나고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새싹이 움트는 상큼한 계절에 대

한국제법학회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신진학자들을 위한 학술회의의 장을 마련하

였습니다.

대한국제법학회의 금년도 첫 학술행사인 신진학자대회는 신예 학자들이 데뷔하

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그만큼 기존 학자들이 신예들에게 거는 기대가 클 것이

라 생각합니다. 올해 주제를 보시면 해양경계획정, 지적재산권협정과 인권, 기업

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WTO보조금협정 등 최근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게 떠오르

는 국제법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네 분의 발표자는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닌 동료로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의 앞날에 발전과 행운이 뒤따르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제법을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학회 관계자 분들과 특히 사회와 발표 및 

토론을 흔쾌히 승낙해 주신 모든 분들과 본 학술행사를 위해 쾌적한 장소와 시설

을 제공해주신 경희대학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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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최 승 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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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ise of Equitable Principles and the Rise of Relevant

Circumstance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1)

이 기 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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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관련 사정들’의 고려

VIII. 결 론

I.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두 가지 ‘룰’(rule)1)의 대립

1945년 9월, 미국은 ‘트루만 선언’(Truman Proclamation)2)이라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 제2667호를 공표하면서 미국 해안에 연하여 있는 ‘대륙

* 발표자는 오늘 발표할 주제의 논문으로 2012년 11월 27일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로스쿨(School of

Law, The University of Edinburgh, UK)에서 Professor Alan Boyle의 지도 하에 박사(Ph.D.)학위를 받았

습니다. 배부되고 있는 이 자료는 발표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주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편집한 것임

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Ph.D. (School of Law, The University of Edinburgh, UK).

1) 이 자료는 ‘규칙’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 ‘rule’을 번역하지 않은 채 ‘룰’(rule)로 표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 ‘규칙’이 경계획정을 다루는 ‘룰’(rule)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저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United Nations (ed.), Laws and Regulations on the Regime of the High Seas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s, 1951), Volume I,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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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continental shelf)의 하층토(subsoil)와 해상(sea-bed)에 존재하고 있는 천연자원이 미국

의 ‘관할권과 지배’(jurisdiction and control) 하에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법의 맥락에서 대륙

붕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어서 이 트루만 선언은 미국과 관련 국가들 사이의 대륙붕의 경

계가 ‘형평한 원칙들에 따라’(in accordance with equitable principles) 결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3)

1949년 2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국제법을 성문화

(codification)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주제들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영국의

Hersch Lauterpacht 교수가 작성한 ‘국제법위원회의 성문화 작업과 관련한 국제법 연구

서’(Survey of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the Work of Cod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라는 UN의 한 문서가 보고되었다.4) Hersch Lauterpacht

교수의 이 국제법 연구서는 그 당시에 미국의 트루만 선언을 모방하여 중남미 국가들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었던 대륙붕에 관한 선언들에 주목하였다.5) Hersch Lauterpacht 교수의 이 연구

서가 보고된 이후 국제법상 대륙붕 개념은 그 논의의 시작과 함께 즉시 성문화의 길을 걷기 시

작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룰’(rule)도 성문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즉, 1958년 ‘대륙붕협약’(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제6조는 대륙붕의 경

계획정을 다루는 ‘룰’(rule)을 성문화하였다.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에 의하면 관련 국가들의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다루는 ‘룰’(rule)

은 ‘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이다. 쉽게 말해, (관련 국가들의 별도의 합의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들(special circumstances)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관

련 국가들의 대륙붕의 경계선은 등거리선(또는 중간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 국

가들의 대륙붕의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해 등거리선을 그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들의 고려를 반드

시 수반해야만 했기 때문에 대륙붕협약 제6조의 내용은 ‘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로 명명되어 왔다.6)

하지만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위한 ‘룰’(rule)이 성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적용은 당

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장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는 독일이 1958년 대륙붕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거리방법(equidistance method)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되었다. ICJ는 이 사건에서 등거리방법이 형평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

면서 이 방법의 사용은 의무적(obligatory)이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였다.7) 오히려 ICJ는 의도

적으로 (트루만 선언에 언급되었던) ‘형평한 원칙들’(equitable principles) 개념이 국제관습법

의 일부라고 선언하였다.8) 이어서 ICJ는 ‘형평한 원칙들의 적용’(application of equitable

principles)은 ‘모든 사정들을 고려함으로써’(taking all the circumstances into account)

3) Ibid.

4) UN Doc. A/CN.4/1/Rev.1 (10 February 1949).

5) Ibid., para.72.

6) See I.C.J. Reports 2001, p.111, para.231.

7) I.C.J. Reports 1969, p.37, para.59.

8) I.C.J. Reports 1969, pp.46-47, par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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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고 결론지었다.9) 이와 같이 ICJ에 의해 언급된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다루는

‘룰’(rule)을 ‘Equitable Principles-Relevant Circumstances rule’이라 지칭한다.

ICJ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의 결론을 지지하는 많은 국가들은 (그 무렵

소개된)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

하여 등거리방법의 의무적인(obligatory, compulsory or mandatory) 사용을 극렬히 반대하

였고, 이는 1973년에서 1982년까지 열린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 ‘등거리 그

룹’(Equidistance Group)과 ‘형평한 원칙들 그룹’(Equitable Principles Group) 사이의 날카

로운 대립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10) 즉, EEZ와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다루는 ‘특정한’(specif-

ic) 방법의 성문화는 요원한 것이었다.

II. UN해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룰’(rule)

제3차 UN해양법회의 기간 동안 위에서 언급한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었

기 때문에, 결국 제3차 UN해양법회의의 의장(President)은 ‘등거리방법’(equidistance meth-

od)과 ‘형평한 원칙들’(equitable principles) 둘 모두를 언급하지 않는 새로운 ‘룰’(rule)을 제

시할 수밖에 없었다.11) 그리고 이 회의의 의장은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형평

한 해결에 도달하는 것’(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UN해양법협약 제74조 1항 및 제83조 1항은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특정한 방법을 성문화하지 않은 채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는 것이 경계획정의 목표임을 천명하는

‘룰’(rule)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III. 대립하여 왔던 두 가지 ‘룰’(rule)의 동화(assimilation)

ICJ는 1985년 Continental Shelf (Libya/Malta) 사건에서 다섯 가지의 형평한 원칙들

(equitable principles)의 예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12) 그리고 그러한 형평한 원칙들의 적

용이 일관성(consistency) 및 일정 정도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보여주어야 하며,13)

9) Ibid.

10) Satya N. Nandan and Shabtai Rosenne (e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Volume II, pp.801, 954.

11) UN Doc. A/CONF.62/WP.11.

12) I.C.J. Reports 1985, pp.39-40, para.46.

13) I.C.J. Reports 1985, pp.38-39, para.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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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한 원칙들은 일반적인 적용(general application)과 관련하여 표현된다고 하였다.14)

그런데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1985년 Continental Shelf (Libya/Malta) 사건 바로

다음에 있었던 1993년 Greenland/Jan Mayen 사건에서 ICJ는 (i) (대향국들(opposite

States)의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을 1977년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중재사건에 비추어 보면 형평한 원칙들에 기초하여 일반규범(여기서는 ‘국제관습법’을 의미)을 표

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15) (ii) (그 당시 아직 발효하지 않았던) UN해양법협약 제74조

1항 및 제83조 1항이 경계획정의 목표로 ‘형평한 해결’을 언급하는 것은 EEZ 및 대륙붕의 경계

획정과 관련하여 국제관습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16) 형평한 원칙들의 구체적인

예를 찾는 것을 곧바로 중단했다. 즉, 1993년 Greenland/Jan Mayen 사건부터 ICJ는 대립하

여 왔던 두 가지 ‘룰’(rule)의 차이점을 부인하며, 형평한 원칙들의 예를 언급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2001년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사건과 2002년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을 통해 ICJ는 ‘명시적으로’ 두 가지 ‘룰’(rule)의 동화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는 언급을 하였다. 즉, 2001년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

tween Qatar and Bahrain 사건에서 ICJ는 두 가지 ‘룰’(rule)이 ‘가깝게 관련되어’(closely

interrelated) 있다고 하였으며,17) 2002년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에서는 두 가지 ‘룰’(rule)이 ‘매우 비슷하다고’(very similar) 언

급하였다.18)

IV. 두 가지 ‘룰’(rule)의 동화와 경계획정의 제 요소들

1. 두 가지 ‘룰’(rule)의 ‘룰’(rule)로서의 역할 종료와 ‘등거리방법’의 지위

1994년 UN해양법협약의 발효로 EEZ와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UN해양법협약 제74조

1항 및 제83조 1항은 현재 (EEZ 및 대륙붕과 관련한) 해양경계획정을 지배하는 ‘룰’(rule)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1년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

tween Qatar and Bahrain 사건 이후 그 당시 ICJ 소장이었던 Gilbert Guillaume은 이 사

건의 결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2001년 10월 31일 UN총회 제6위원회에서 “(국가들이

14) I.C.J. Reports 1985, pp.39-40, para.46.

15) I.C.J. Reports 1993, pp.58-59, para.46.

16) I.C.J. Reports 1993, p.59, para.48.

17) I.C.J. Reports 2001, p.111, para.231.

18) I.C.J. Reports 2002, p.441, para.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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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처럼) ICJ는 우선 잠정적으로 등거리선을 확정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19) 또한

위에서 언급한 2002년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에서 ICJ는 두 가지 ‘룰’(rule)이 매우 비슷하다고 언급할 때, ‘룰’(rule)이라는 단

어를 회피하고 ‘방법’(method)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20)

따라서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하여 존재했었던 두 가지 ‘룰’(rule)은 이제 더 이상 경계획

정을 다루고 있는 ‘룰’(rule)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소위 ‘등거리원

칙’(principle of equidistance)이라 불렸던 등거리선을 그리는 작업은 아래에서 언급할 두 가

지의 함의를 가지면서, 그 지위에 있어 더 이상 ‘룰’(rule) 또는 ‘원칙’(principle)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첫째, Gilbert Guillaume이 말한 것처럼 등거리선은 단지 ‘잠정적으로’(provi-

sionally) 그려지는 것이다. 둘째, 더 이상 ‘등거리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등거리방법’

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method)은 ‘룰’(rule) 또는 ‘원칙’(principle)이 아니기 때

문에 ‘등거리방법’은 특정 경계획정 사건에서 국제재판소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정적인)

경계선을 그리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후 다른 사건에서 국제재판소는 자유롭게 이 등거

리방법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Gilbert Guillaume은 위에서 언급한 UN총회 제6위원회에서의 연설에서 2001년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사건이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매우 잘 된 판결이라는 전제에서 등거리방법의 잠정적인 사용에 관계없이

등거리방법은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법의 주요한 속성인) ‘(적용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을 담보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 당시 ICJ에 소가 제기되고 있던 중이던 2007년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사건이 등거리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21) 그

러나 2007년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사건에서 ICJ는 등거리방법을 사용

하지 않고 ‘이등분방법’(bisector method)을 사용하였다.22) 따라서 등거리방법의 사용에 절대

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Yoshifumi Tanaka라는 학자는 ICJ의 2007년 판결이 ‘납득할 수

없다고’(unconvincing)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23)

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과정 내에서 ‘방법’(method)이 가지는 지위를 고려했을 때, 등거리방

법이 국제재판소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이상 이 방법은 어떤 특정 사건에서

언제든지 포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7년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사건에서 ICJ가 이등분방법을 사용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 Speech by His Excellency Judge Gilbert Guillaum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Sixth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Visit

http://www.icj-cij.org/court/index.php?pr=81&pt=3&p1=1&p2=3&p3=1.

20) I.C.J. Reports 2002, p.441, para.288.

21) Speech by His Excellency Judge Gilbert Guillaum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Sixth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Visit

http://www.icj-cij.org/court/index.php?pr=81&pt=3&p1=1&p2=3&p3=1.

22) I.C.J. Reports 2007, pp.745-749, paras.283-298.

23) Yoshifumi Tanaka, “Case Concern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8 October 2007)”,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ume

23 (2008),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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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경계획정에서 ‘형평한 원칙들’의 지위

2001년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사건에서 나타난 ICJ의 태도와 이 사건에 대한 Gilbert Guillaume의 언급은 해양경

계획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나타난 여러 개념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1985

년 ICJ의 Continental Shelf (Libya/Malta) 사건에서 구체적인 예까지 적시되었던 형평한

원칙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형평한 원칙들의 현재의 위치를 찾기 위해 우선 해양경계획정에서 국제법상 ‘형평’(equity)

의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일단 (몇몇 국가들의 국내법에서의

형평의 적용과는 달리) 1982년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 사건에서 ICJ가 국제법

에서의 형평은 현재의 성문법이 적용되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24)

그리고 기존에 국제법에서의 형평 개념의 사용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던 ‘equity infra le-

gem’, ‘equity praeter legem’ 그리고 ‘equity contra legem’의 개념이 사실은 법과 형평의

‘관계’(relationship)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라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equity infra legem’은 법 ‘내’(within)에서의 형평을 말하는 것이고, ‘equity praeter

legem’은 법이 ‘없는’(without) 경우에서의 형평을 말하며, ‘equity contra legem’은 법에 ‘반

하는’(against) 형평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계획정은 명백히 이 주제를 다루는

‘룰’(rule)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quity praeter legem’ 그리고 ‘equity contra legem’과는

관련이 없으며, 주로 법의 해석과 관련한 ‘equity infra legem’ 개념 자체의 원용이 없더라도

여러 해석 중 적절한 해석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국제재판소의 재량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평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한 채 해양경계

획정에서의 형평이라는 개념은 ‘원칙들’(principles) 또는 ‘결과 또는 해결’(result or solution)

을 수식하는 술어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 해양경계획정을 다루고 있는 UN해양

법협약 제74조 1항 및 제83조 1항은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이라는 술어만을 성문

화하고 있을 뿐이다. 즉, UN해양법협약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의 형평이 아닌) ‘결과’의

형평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논의해 보면 기존의 국제판례들이 열거하였던

소위 형평한 원칙들이 적용되었음에도 만약 형평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러한 원칙들은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985년 ICJ의 Continental Shelf (Libya/Malta) 사건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형평한 원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고 과연 그 원칙들이 해양경계획정에서 실제 적

용되고 있는지를 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ICJ는 이 사건에서 (i) ‘지리적 상황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원칙’(no question of refashioning geography), (ii) ‘다른 국가의 자연적 연장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원칙’(non-encroachment on the natural prolongation of another

State), (iii) ‘모든 관련 사정들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the principle of respect

due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iv) ‘형평은 반드시 균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

24) I.C.J. Reports 1982, p.60, para.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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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the principle that equity does not necessarily imply equality), (v) ‘배분적 정의와

는 관련이 없다는 원칙’(no question of distributive justice) 등 다섯 가지의 형평한 원칙들

을 열거하였다.25)

이 원칙들 중 일단 첫 번째 및 두 번째 원칙에 대하여 논의를 하면, 지리적 상황이 왜곡되지

않게 도출된 ‘결과’(result) 그리고 다른 국가의 자연적 연장이 침해되지 않는 ‘결과’(result)가

‘형평한 해결’의 한 ‘측면 또는 내용’(aspect or content)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관련 사정들’(relevant circumstances)에 대한 고려 이후 도출된 결과가 첫 번째 또는 두 번

째 원칙과 배치된다면 이를 형평한 해결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칙들

은 사실 특정 사건에서 도달된 형평한 해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게다가

관련 사정들을 고려할 때 관련 국가들의 ‘지리적 상황’과 ‘자연적 연장’이 당연히 고려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들은 ‘관련 사정들’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어서 위에서 열거된 원칙들 중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원칙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하면, 각

사건에 따라 ‘특유의’ ‘관련 사정들’을 고려한 이후 도출되는 형평한 해결은 균등한 결과 또는 배

분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도출

된 해결이라는 것은 그 특정 사건에서의 결과의 형평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세 번째 원칙인 “모든 관련 사정들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만이 현재의 해양

경계획정에서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유의미한 원칙인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형평한

원칙들’의 개념이 해양경계획정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형평한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applied)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단 형평한 원칙들이 적용되는 것을 하나의 ‘절

차’(process)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이유는 ‘Equitable Principles-Relevant

Circumstances rule’을 언급했던 1969년 ICJ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이 형평

한 원칙들 그 자체보다는 이 원칙들의 ‘적용’(application)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26) 그리고

Malcolm D. Evans 교수는 이 적용이 ‘절차’(process)를 의미하며,27) 그것은 ‘관련 사정들 안

에서 그리고 관련 사정들을 통해’(in and through relevant circumstances) 이루어진다고 주

장하였다.28) 1985년 ICJ의 Continental Shelf (Libya/Malta) 사건이 열거한 다섯 가지 원

칙들 중 세 번째 원칙인 “모든 관련 사정들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만 유의미한 상황에

서 이 원칙의 적용이 관련 사정들의 고려하는 ‘절차’를 의미하게 된다면 기존의 ‘다양하고 유형적

인’ 형평한 원칙들 개념에 대한 지지는 사실 실체 없는 원칙들에 관한 지지에 불과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발표자의 박사학위논문은 형평한 원칙들 개념에 대한 종언을 고하고 오로지 ‘관련 사

정들’ 개념에 대해서만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의 존재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 해양경계획정에서 ‘관련 사정들’ 개념의 지위

25) I.C.J. Reports 1985, pp.39-40, para.46.

26) I.C.J. Reports 1969, pp.46-47, para.85.

27) Malcolm D. Evans, Relevant Circumstances and Maritime Delimi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78.

28) Ibid.,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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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ICJ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은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다루는

‘룰’(rule)을 천명하면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법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관련 사정들’ 개념을 언급

하였다.29) 이러한 ‘관련 사정들’ 개념은 ‘등거리방법’(equidistance method)의 의무적인

(obligatory) 사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와 같이 등거리방법의 사용이 의무적이라는 전제에서 ‘개량적인’(ameliorative) 역할을 한

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거리방법의 사용이 의무적이지 않다는 전제에서 관련 사정들이 ‘지

시적인’(indicative)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30) 이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관련 사정들의 개량

적인 역할이라 함은 어떤 관련 사정 하나 또는 사정들이 잠정적으로 그려진 등거리선을 움직이

게 한다는 뜻이고, 관련 사정들의 지시적인 역할이라 함은 어떤 관련 사정 하나 또는 사정들이

적절한 경계선의 설정 또는 그 경계선의 이동을 지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표자의 박사학위논

문은 등거리방법이 이제는 더 이상 ‘룰’(rule) 또는 ‘원칙’(principle)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

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논리적으로 관련 사정들의 개량적인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관

련 사정들의 개량적인 역할은 소위 ‘등거리원칙’(principle of equidistance)과 같은 사전에

(prior) 의무적으로(obligatory) 적용되는 ‘원칙’(principle) 또는 ‘룰’(rule)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관련 사정들’ 개념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두 가지가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

이다. 하나는 관련 사정들의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사정들’(special circumstances)과

의 관계이다. 1993년 Greenland/Jan Mayen 사건에서 ICJ는 관련 사정들을 “경계획정의 과

정에서 필히 고려되어야 할 사실”로 정의하였는데,31) 발표자는 이러한 정의를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서 ICJ는 관련 사정들 개념과 특별한 사정들 개념 둘 모두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언급을 하였

다.32) 이와 관련하여 주지되어야 하는 것은 2002년 ICJ의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을 마지막으로 현재 국제판례에서 ‘특별한

사정들’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논의는 해양경계획정에서 ‘관련 사정들’을 고려하는 단계들(phases)에 관한

것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V. ‘관련 사정들’을 고려하는 세 가지 단계들(phases)

1. 관련 사정들의 ‘도출’(identification)

29) Prosper Weil,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 Reflections (Cambridge: Grotius Publications

Limited, 1989), p.210.

30) Evans, supra note 27, pp.78-83.

31) I.C.J. Reports 1993, p.62, para.55.

32) I.C.J. Reports 1993, pp.62-63, para.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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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떤 사실의 존재’(existence of a fact)가 형평한 결과의 도달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실(fact)은 ‘하나의 관련 사정’(a relevant circumstance)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실 즉, ‘섬의 존재’로부터 ‘차단 효과’(cut-off effect)가 야기된다면 섬의 존재 그 자체는

관련 사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 사정들의 도출과 관련하여 2012년 ITLOS의

Bay of Bengal 사건은 “일반적인 룰(rule)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33)

ITLOS가 이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를 들어, 섬의 존재가 모든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관련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각 해양경계획정 사건은 그

사건에서 도출될 수 있는 특유한 관련 사정들을 가질 것이고, 이는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1985년 Guinea/Guinea-Bissau 중재사건에서 있었던 각 해양경계획정 사건은 ‘독특하다

는’(unicum)는 중재재판소의 언급34)에서 명백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UNCLOS 제74조 1항 및 제83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은 ‘룰’(rule) 적용의 ‘유

연성’(flexibility)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2. 관련 사정들에 대한 ‘비교형량’(weighing-up)

국제재판소의 ‘재량’(discretion)에 의해 도출(identification)된 관련 사정들은 비교형량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1977년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중재사건,

1982년 ICJ의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 사건과 같은 대륙붕의 경계획정 사건들

은 예를 들어, ‘half-effect’와 같이 어떤 섬이 어떤 효과(effect)를 가져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비

교형량 과정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단일해양경계’(single maritime boundary)를 설정하는 경계획정 사건들에서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형량 과정이 전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ICJ의

Greenland/Jan Mayen 사건은 ‘캐펄린 어족 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to the capelin fish-

ery resources)이 경계획정의 ‘첫 번째 영역’(first zone)에서 ‘해안선의 길이 사이의 불균

형’(disparity in coastal lengths)에 비해 더 큰 가치를 받는다고 하였는데,35) 이는 ‘경제적

요소’가 해안지리에 비해 더 큰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2012년 ITLOS의 Bay of Bengal 사건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접

근’(access to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NM)이 방글라데시 해안의 심각한 오목함

(concavity) 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사건에서 잠정적으

로 그려진 등거리선이 방글라데시가 제안했던 이등분선(bisector line)의 각도36)와 동일한 각도

로 수정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37)

33)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14 March 2012), p.96, para.317.

34)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The Hague, 14

February 1985), ILM, Volume 25, pp.289-290, para.89.

35) I.C.J. Reports 1993, pp.79-81, para.92.

36)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ITLOS/PV.11/5 (12 September 2011), pp.7-13.

37)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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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사정들의 실제적인 경계선 ‘지시’(indication)

위에서 논의된 관련 사정들의 도출 및 비교형량은 실제적인 경계선을 얻기 위한 것이다. 예

를 들어, 1977년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중재사건의 ‘Channel Islands’ 지역에서

도출된 두 가지 관련 사정들, 즉 (i) ‘양국의 관련 해안의 대향성(oppositeness)’과 (ii)

‘Channel Islands의 존재’는 각각 중간선과 한정된 12해리의 영역을 지시하였다.38) 또한 이

사건의 ‘Atlantic’ 지역에서 도출된 두 가지 관련 사정들, 즉 (i) ‘같은 대륙붕에 대한 두 국가의

위치’와 (ii) ‘Scilly Isles의 존재’는 각각 등거리선의 형평하지 않은 측면과 등거리선의 수정 필

요성을 지시하였다.39)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제시해 보면 2007년 ICJ의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사건에서 그 사건의 특정 해안지리는 등거리선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시하였다.40) 즉, 어떤 사건에서 그 사건의 관련 사정들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등거리선의 잠정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VI. 단일해양경계의 설정과 관련한 ‘관련 사정들’의 고려

1984년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ICJ의 ‘하나의 특별재판부’(a special Chamber)가 결

정한 Gulf of Maine 사건에서 시작된 단일해양경계(single maritime boundary)의 설정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neutral factors or circumstances’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는

EEZ(또는 EFZ)와 대륙붕의 두 가지 해양영역을 ‘하나의’ 경계선으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

지 해양영역에 ‘공통으로’ 관계되는 사정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ICJ의 해당 재판부(Chamber)는 ‘해안지리’(coastal geography)에 초점을 맞추었다.41) 그렇

다면 이러한 ‘neutral circumstances’의 고려가 관련 사정들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국제재판소

의 재량을 제한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neutral circumstances’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읽고 지리를 해석할 국제재판

소의 재량은 여전하다. 예를 들어, 2002년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에서 관련 해안이 오목하다는 카메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ICJ는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의 해안 중 일부만 관련 해안이라고 정의하며 그러한 해안의 오목함을 인정

하지 않았다.42) 또한 1985년 Guinea/Guinea-Bissau 중재사건이 ‘거시적인 지리적 상

Bay of Bengal (14 March 2012), p.100, para.334.

38)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French Republic (Geneva, 30 June 1977), UNRIAA, Volume XVIII, pp.87-88, 94-96,

paras.181-183, 201-203.

39)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French Republic (Geneva, 30 June 1977), UNRIAA, Volume XVIII, pp.113-117,

paras.244-251.

40) I.C.J. Reports 2007, p.742, para.277.

41) I.C.J. Reports 1984, p.327, para.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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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macro-geographical context)을 고려한 것43)과는 달리 2002년 ICJ의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은 이러한 거시적인 지리적 상

황을 무시하였다.44)

더구나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단일해양경계의 설정을 수행하였던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분리된 그러나 일치하는 선들을 그렸던) 1993년 ICJ의 Greenland/Jan Mayen 사건은

‘neutral circumstances’의 하나로 간주될 수 없는 ‘캐펄린 어족 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to

the capelin fishery resources)을 고려하였다.45)

VII.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관련 사정들’의 고려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관련 사정들’의 고려는 ‘잠정적인 경계선의 설

정’ 및 ‘지형적인(geomorphological) 요소의 고려’와 관련하여 ‘룰’(rule) 적용의 유연성

(flexibility)을 증명하고 있다.

2012년 Bay of Bengal 사건에서 비록 ITLOS가 잠정적인 경계선으로 등거리선을 그리기

는 했지만 이 등거리선의 ‘대부분의’ 방향을 방글라데시가 제안했던 이등분선의 각도46)와 동일한

각도로 수정했다는 사실을 통해,47)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접근’(access to the con-

tinental shelf beyond 200NM)이라는 관련 사정이 경계선의 설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방글라데시가 제안했던 이등분선을 거의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데, 이를 통해 여전히 국제재판소가 잠정적인 경계선의 설정과 관련하여서도 재량을 가지고 있음

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2012년 Bay of Bengal 사건에서 ITLOS는 지형적인(geomorphological) 요소의

고려와 관련하여 대륙변계의 ‘외측한계’(outer edge)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을 취함으로써48) 지

질학적인(geological) 요소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룰’(rule)을 적용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2) I.C.J. Reports 2002, pp.445-446, para.297.

43)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The Hague, 14

February 1985), ILM, Volume 25, pp.297-298, paras.108-111.

44) I.C.J. Reports 2002, pp.442-443, paras.291-292.

45) I.C.J. Reports 1993, pp.71-72, para.75.

46)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ITLOS/PV.11/5 (12 September 2011), pp.7-13.

47)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14 March 2012), p.100, para.334.

48)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14 March 2012), p.126, para.429; ibid., p.127, para.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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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결 론

1958년 대륙붕협약에 규정된 ‘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과 1969년

ICJ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선언된 ‘Equitable Principles-Relevant

Circumstances rule’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EEZ 및 대륙붕의 경

계획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단지 경계획정의 ‘목적 또

는 목표’만을 규정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등거리방법’(equidistance method), ‘형평한 원칙들’(equitable principles) 및 ‘관련

사정들’(relevant circumstances)과 같은 개념의 경계획정에서의 현재의 역할 또는 지위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등거리방법’에 대해서는 국제재판소가 이 방법을 잠정적인(provisional) 경계선을 그

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의 관

련 조문들과 국제재판소의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해양경계획정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룰’(rule)은 ‘형평한 해결의 도달’(achievement of an equitable solution)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즉, 해양경계획정에서 ‘형평’의 개념은 오로지 도달할 ‘결과’의 형평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사정들을 고려하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형평한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존

재할 뿐 아니라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는 원칙들 또는 과정의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형평한 결과의 도출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

문이다.

결국 해양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유의미한 개념은 ‘관련 사정들’ 개념 하나이다. 이러

한 관련 사정들은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사정들을

고려하는 방식 또는 과정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관련 사정들의 ‘유연한’(flexible)

고려가 해양경계획정의 목표인 ‘형평한 해결’을 이끄는 것이다.

해양경계획정에서 이러한 관련 사정들 개념의 주도적인 역할은 전형적인 해양경계획정의 예

인 단일해양경계(single maritime boundary)의 설정과 2012년 ITLOS의 Bay of Bengal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의 경계획정 등 두 가지 실제적인 사례들에서

확증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발표자의 박사학위논문은 형평한 원칙들에 대하여 종언을 고한 후 관련 사정들의 지

배적인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는 방법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사정들

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결국 형평한 해결의 도달을 위해 수반되는 것이 무엇

인지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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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애플(Apple Inc.)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애플의 부품 하청업체

인 폭스콘(Foxconn)에서 2011년 벌어진 중국 현지 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는 기업의 인권문제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기업은 거대한 자본을 토대로 여러 나라에 걸쳐 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업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의 영향력만큼 크다.

이윤의 추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전통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안에서 수익성을 추구하

는 방식에 길들여져 왔다. 이익만을 꾀하는 기업 경영정책은 저임금, 강제노동, 아동노동, 유해

한 근로환경 등과 같은 인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탄압

과 원주민의 강제이주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국제사회

의 공감대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 설립의 기반을 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르기 때문에 관할지역

정부의 통제와 감독 하에 있다. 때문에 기업이 설립지 이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한

통제는 쉽지 않다. 오늘날 각 국가에 해외 계열사를 설립하고 본국의 기반을 넘어 활동하는 ‘초

국경적 기업’1)의 등장은 기업 본사 소재 정부의 사법적 관할권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불법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기업의 인권보호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 안에서 그 실행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

에서 국제 규범화의 방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라 함)’이 논의되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오늘날 기업의 영향력이 국가권력 이상

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CSR 활동영역이 자율적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부

정적 결과가 있을 것을 알고도 미리 조치하지 않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과거 자율적 영역으로 충

분했다 할지라도 현재는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강제적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통

해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권의 보호 영역과 규제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논의에 기초해 고려해야 된

다. 첫 번째로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와 국제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 기업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설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세 번째로 각 국가별 실정에 맞는 국가정책 도구로서 실질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OECD, ILO, UN 등과 같은 국제행동규범을 통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의와 ISO 26000,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과 같은 CSR 실천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논의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입법 및 제도적 시행과 같은 각 국

가별 CSR 구현의 정부 접근방식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인권보호를 위한 CSR 규범

1)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기업을 지칭하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은 ‘초국경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으로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국적 기업은

다수 국적을 가진 기업이란 의미로 여러 나라에 걸쳐 활동하는 기업이라는 평면적 의미 밖에 전달

되지 못한다. 그에 비해 초국경적 기업은 본국의 기반을 넘어서서 국경을 초월한 활동을 하는 기업

이라는 의미를 띄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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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논의가 기업의 인권보호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논의

1. CSR 개념 및 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논의는 1953년 미국의 경제학자 보웬(Bowen)이 쓴 『기

업가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이라는 책에서 처음 정

의된 이래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CSR 개념은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이 각자 지향하는 바에 따라 정의하고자 하는 내용

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하고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CSR에 대한 정

의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3) 예를 들어 기업은 CSR을 자발성에 기초하여 이해관계자

들에게 기업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으로 본다. 반면 시민단체는 CSR과 관련하여 자발

성 대신에 기업시민으로서 행동해야하는 윤리적 명령 즉, 강제적 책임을 강조한다.4)

미국의 경제학자 아치 캐럴(Archie B. Carroll)은 CSR을 기업의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인도적 책임으로 나누어 CSR의 책임모형을 설명하고 있다.5) 그는 기업이 이러한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갖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이 윤리적, 인도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사회는 정부를 통해 법률적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

았다. 즉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주어진 상황 내에서 기업이 윤리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

동의 범위를 CSR의 범주로 규정하였다.6) 반면, 국제공법 분야의 대표자인 앤드류 클래펌

(Andrew Clapham)은 기업의 ‘책임’(responsibility)과 ‘책무성’(accountability)으로 CSR을

구분한다. ‘기업의 책임’은 기업이 윤리적 혹은 실리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활

2) 보웬(Bowen)은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의 목적이나 가치에 알맞게 기업가 자신들의 정책

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옮기는 의무”라고 정의하며 기업가의 사

회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Howard 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ing Co., 1953), p. 6).

3) 이형준․서영진,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

원, 2004), p. 19.

4) 이동승,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적 규제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통권 제29호, 안

암법학회 (2009), p. 300.

5) 캐럴(Carroll)의 책임모형에 관해서는 Archie B. Carroll,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Vol.

34 (1991), pp. 39-48 참조. 캐롤(Carroll)의 CSR 책임모형 이론은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1979) 논문에서 처음 소개 되었다. 이후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1991년) 논문에서

‘재량적 책임’(discretionary responsibility)을 ‘인도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으로 책임모형의

구분이 수정되었다. 이외에 나머지 정의는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6) 김성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론적 변천사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

기업경영학회 (2009),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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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업의 책무성’은 기업이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 행동에

책임질 것을 요구받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부분에서 기업이 법적 의무를 가져야

만 사회적 책무로 윤리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

업이 인권보호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활동의 실효성을 부

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 이와 같은 논의를 살펴볼 때, CSR은 경제적 범주를 넘어 사회의 일

원으로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라 정의할 수 있다.

결국 CSR은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기업활동이므로 관련 이

해관계자들이 CSR 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자 역시 기업을 중심

으로 하는 사회가 아닌 각자 속한 또 다른 사회를 통해 CSR을 바라보기 때문에 CSR에 대한

다양한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은 CSR 활동의 중심에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자율규제와 법적규제에 대한 논쟁

CSR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정의가 내려지기 전까지 이 논쟁은 계속될듯하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법규와 기준을 통한 규제를 강조할 것인가에 있다. 어떤 것을 강

조할 것인지에 따라 CSR에 대한 개념이 바뀔 뿐만 아니라 CSR의 성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사

실 이 논쟁은 CSR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1)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자발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와 관

련지어 생각해볼 때 기업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가능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

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시장에 기반한 체

제’(market-based regime), ‘자발적 체제’(voluntary regime) 또는 ‘자율규제’(self-regu-

lation)라고도 하는데 ‘시장’에서 최대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할 것이라는 기업의 속성을 활용하여 기업이 ‘자발적’

이고 ‘자율적’으로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8)

이러한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이고 탄력적인 실천으로 일관

되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CSR을 실천해야 함

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 규제와 같은 ‘일률적’(one size fits all) 접근방법은 거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들은 기업발전과 CSR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제도적 환경조성을 하는 것

이 정부의 역할이며, 개별 기업의 상황을 무시하는 일률적인 규범의 부과가 아님을 강조한다. 오

7) Andrew Clapham, Human Rights Obligations of Non-State Acto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195-196.

8) 국가인권위원회,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2008),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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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몇몇 개발도상국의 경우처럼 정부가 기존의 법규를 제대로 집행할 역량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존 법규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9)

나아가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바가 있다. 국제기구가 기업에

대해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구속적 규범을 설정․부과하기 보다는 권고 채택이나 모범사례들을

수집하여 보급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윤리·행동강령(code of ethics and

code of conduct)이나 라벨링(labelling)10) 제도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

며 누군가가 권장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만일 강제적이 될 경우 또 하나의 새로

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11)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의 CSR 정책의 배경에는 선제적 자발성보다는 주주, 시민단체,

여론, 이해관계집단의 압력에 더 큰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CSR을 유도하는 정부차원의

입법 및 제도적 시행에 따른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 때문에 기업의 CSR 정책은 기업의 자발성

과 사회적 압력과의 타협이 불가피한 것이다.12)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결국 기업이 자발

적으로 사회적 책임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외부적 영향에 의해 이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13)

(2) 법규와 기준을 통한 규제

CSR 활동에 대한 자발성을 강조하는 입장과는 반대로 ‘법규와 기준을 통한 규제’로 CSR 실행

을 요구하는 강화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자발적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노력과 법적 규제는 상호보완적이므로 함께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14) 이러한 법적 규제는 국내적 차원에서의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규제를 통

9) 이형준․서영진, supra note 3, pp. 48-49.

10) 상품에 마크, 문구, 도안 등의 형태로 식별표시를 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검사와 인증을 확인해 주

는 역할을 한다. CSR과 관련 된 대표적인 기업 라벨링 제도로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환경라벨

링’(environmental labelling) 제도가 있다. 환경라벨링 제도는 환경문제의 오염원을 직접적으로 규제

하고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모든 환경오염 주체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상품의 환경친화도에 대한 정보를 상품에 표시하여 친환경상품을

선택·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환경보존에 소비자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독려

하고 자연적으로 기업들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 상품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라

벨링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이은섭․박은진, “WTO체제하의 환경라벨링 제도를 통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통상법률』 제77호, 법무부 (2007), pp. 9-10).

11) 이형준․서영진, supra note 3, pp. 49-50. 일례로 중국은 품질안전관련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CCC 인증을 못 받을 경우

상품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중국은 수입상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여 수출입 비율을 조절하기 위

한 방법으로 CCC의 인증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00908/31061848/1 (2013.03.08. 최종방문).

12) 권한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법적 과제”, 『동아법학』 제5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pp. 722-723.

13) 기업들의 자발적인 윤리강령 채택은 외부적 통제를 피하기 위해 주로 이용된다. 특히 소비자나 주

요 주주들로부터의 시장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이는

기업 스스로의 자기 통제와 기업활동의 투명성이 결합되어 이러한 외부 압력에 대한 효과적인 해

결책이 되기 때문이다(Steven R. Ratner,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A Theory of Legal

Responsibility”, Yale Law Journal, Vol. 111 (2001), p.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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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속력이 강화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15) 하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규제 당사자인 기업과 해외기업 유치에 목마른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입장 모두를 충

족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노동조합이나 NGO들 역시 외부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

임이 기업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법규나 단체협약과 같은 기존 규범을 약

화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기업의 활동을 기업홍보 수단으로써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CSR을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16)를 제공하고, 근로

자들과 협의하며 ILO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규가 있고

경제적 압력이 가해지는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압력만 존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17)

하지만 현재의 CSR 이행이 기업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한, CSR의 법적 규제는 기본

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자발성 자체에서 태생하는 한계에 그대로 직면하게 된다. 즉 자율규제는

규제주체의 자발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규제자가 피규제자가 되는 주체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18)

특히 CSR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초국경적 기업에 의한 CSR의

이행여부에 관한 것이다. 초국경적 기업의 CSR 이행문제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초국경적 기업과 거래하는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의

CSR 이행 문제이다.19) 초국경적 기업의 복잡한 구성과 활동범위, 형태로 인하여 해외 계열기업

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적이 다른 모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열기

업의 수용국에게 모기업의 본국에서와 같은 정도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도 자칫 수용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20) 그러므로 초국경적

기업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

적 규범 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결국 CSR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내리는 개념정

의에 있다. 크게는 자율이냐 규제냐의 차이로 요약될 수 있으며 CSR의 운영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쟁은 CSR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논의과정이라고도 볼

14) ICHRP Publications, Beyond Voluntarism: Human rights and the developing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companies (Geneva: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2002), p. 9.

15) 국가인권위원회, supra note 8, p. 67.

16) ‘decent work’의 용어 해석에 양질의 고용, 양질의 노동,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등으로 다양

하게 해석을 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통일해 사용한다.

17) 이형준․서영진, supra note 3, pp. 46-47. 예를 들어 특허보호조약의 경우 기업의 의무수반 보다는

기업의 권리형성을 주로 의도한다.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이 대표적이다.

18) 이동승, supra note 4, p. 326.

19) 권한용, supra note 12, p. 739.

20) 영국과 미국은 당해 소송이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보다 외국의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이 보다 원만

하고 적절하게 재판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에 의해 국내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불편한 법

정지’(Forum Non Conveniens)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초국경적 기업의 계열기업에 대한 소송이 영국

이나 미국에 제기되면 초국경적 기업은 많은 경우 이 ‘불편한 법정지’ 원칙을 근거로 본국에서의

소송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Ilias Bantek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2 (2004), p.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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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Ⅲ.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CSR 논의

1. OECD 가이드라인의 규범 제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이라 함)는 국제기구들 중에 가장 먼저 CSR과 관련된 규범을

제시하였다. OECD가 1976년 채택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 및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정부의 권고로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활동에 관한 자발적 원칙 및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21) OECD 가이드라인은 초국경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이지만 이행은 자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서명국 정

부는 초국경적 기업이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장려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2011년 OECD 가이드라인은 1979년, 1982년, 1984년, 1991, 2000년에 걸쳐 개

정된 것이다. 특히 가이드라인 적용을 수락한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해당 회원국 국적의 초

국경적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동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 관할권

을 확장하였다.22) 이는 가이드라인이 초국경적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편적인 규범으로서의 지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23) 이러한 특징은 OECD 가이드라인 전

문에서 세계인권선언(UDHR)의 언급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전문 8항).24)

OECD 가이드라인은 초국경적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도 가이드라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

으며(제1장 4항),25)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같은 초국경적 기업들의 협력업체들(business

partners)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줄 것을 초국경적 기업들에게 권고하고 있다(제2

장 A. 13항).26) 더불어 OECD 가이드라인의 준수와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절

21) 처음 제정 당시 OECD 가이드라인은 1976년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

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에 추가된 것으로 회원국들 간

의 국제투자 촉진 및 이를 통한 다국적 기업들의 기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

성 때문에 만들어졌다(Andrew Clapham, supra note 7, p. 201). OECD 가이드라인은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의 부록(Annex) Ⅱ에 해당한다.

22) OECD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나라는 OECD 34개국(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포

함)과, 비OECD 8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페루, 루마니아)이

참여하여 총 42개국이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수락하고 있다.

http://www.oecd.org/document/19/0,3746,en_21571361_44315115_48029523_1_1_1_1,00.html (2013.03.08. 최

종방문).

23) James Salzman, “Labor Rights, Globalization and Institutions: The Role and Influenc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2000), p. 795.

24) OECD Publications,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Edition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1), p. 15.

25) Ibid., p. 17.



22 大韓國際法學會 2013 新進學者大會

차 부분에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각국에게 ‘국가별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이라 함)를 설치하여 OECD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이행 관련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

고 있다.27) NCP는 매년 모여 연차회의를 갖고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

며, 그 결과는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on th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형태로 정리되어 발간되고 있다.28) NCP가 제출한 보고서는 OECD의 국제투

자 및 다국적 기업 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에서 논의되며, 이를 통해 NCP들의 책임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다.29)

2011년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권’(Human Rights)과

관련된 제4장(Chapter)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2008년 UN의 ‘보호, 존중, 구제: 기업

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워크’(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더불어 초국경적 기업

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이 직접적으로

인권존중의 주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4장 전문, 1항). 또한 초국경적 기업에 의한 인권침

해에 대해 기업활동 중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것을 야기하는 행위를 피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사업상 관계에 의해 관련 맺고 있는 인권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예방하고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제4장 2항, 3항). 이를 위해 기업의 인권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강조하면서(제4장 5항)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기업 스스로에

게 요구하고 있다.30)

이러한 OECD 가이드라인이 선언적 형식의 비구속적 성격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국경적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지침과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초국경적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나타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 강화의 시대적 요구에

충실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2. ILO에서의 규범 제시

(1) ILO의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3자선언

UN의 전문기구 중 하나인 ILO는 그 어느 기구보다 CSR 분야에서 역사가 깊다. 1919년에

설립된 ILO가 설정하고 이행을 감시해온 다양한 노동관련 국제기준들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 나

아가 세계인권선언에서 공표되었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ILO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역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기준, 즉 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31)

26) OECD Publications, supra note 24, p. 20.

27) Ibid., p. 68.

28) Ibid., p. 74.

29) Ibid., pp. 74-75.

30) Ibid., p. 31.

31) 윤효원, “인권경영의 토대로서의 ILO 핵심노동기준과: 좋은 일자리 decent work”, 『기업과 인권에 관

한 국제적 최신동향과 국내적 함의』 기업과 인권 전문가 세미나 자료집, 한국인권재단 (2011),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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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제204차 ILO이사회에서 채택된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3자선

언’(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이하 “ILO 3자선언”이라 함)32)은 CSR과 관련된 국제 문서 중에서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문서이다.33) ILO 3자선언은 초국경적 기업이 국가 경계를 넘어 기업체

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정책 목표와 노동자와의 이해관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

을 우려하고 있다(제1조).34) 때문에 ILO 3자선언은 초국경적 기업의 다양한 운영 방식이 일으

킬 문제의 해결은 세계 노동자 조직, 사용자 조직, 정부 사이의 협력 및 정부가 취한 조치와 결

정 사항, 그리고 적절한 법령과 정책에 달려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제3조).35)

이에 ILO 3자선언은 일반정책 부분에서 모든 당사자들은 세계인권선언과 UN총회가 채택한

국제조약과 ILO헌장을 존중해야 하며, 초국경적 기업의 본국 정부는 국제적 관련 기준만이 아니

라 수용국의 사회법과 노동법, 규정, 관례를 참작하여 이 선언의 원칙과 일치하는 유용한 사회적

실천을 촉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제8조, 제12조).36) 특히 초국경적 기업에게 개발

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담고 있는데, 고용 안정과 장기적인 기업발전, 그리고 고용 기회와

수준의 확대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제20조).37)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기술 인적 자원을 지원

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최고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1조, 34조).38) 이 외에 일방적 해고를 금지하고(제27조),39) 아동 노

동의 폐지를 위해 최저 노동연령 기준을 명시하고(제36조), 국제적 안전과 보건 기준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제39조).40)

선언문이므로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 고용자와 노동자단체, 기업 모두에게 선언의 준수를 권고

하는 자발적 행동규범이자 지침의 성격을 띠며 선언이 근거하고 있는 국제노동조약과 권고에 대

한 권위 있는 해석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ILO 3자선언은 노동권과 관련된 조약과 국제관

습법에 사용되면서 비국가 행위자의 인권보호 의무를 정의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41) 때문에 ILO 3자선언은 초국경적 기업에 대한 국가 입법 정책의 기준으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이용되고 있다.

32) ILO의 총회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각 3자로 대표가 출석하여 개최되며, 이

사회 역시 노사정 3자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정 3자 구성 원칙에 따라 회원국별로 정부대표 2명,

노사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경우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33) 이후 1991년 제2차 개정, 2000년 제3차 개정을 거쳐 2006년 제4차 개정이 되었다. 관련 자료

http://www.ilo.org/empent/Publications/WCMS_094386/lang--en/index.htm (2013.03.08. 최종방문).

34) ILO Publications,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6), p. 1.

35) Ibid., p. 2.

36) Ibid., p. 3.

37) Ibid., p. 4.

38) Ibid., p. 6.

39) Ibid., p. 5.

40) Ibid., p. 7.

41) Andrew Clapham, supra note 7,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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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및 그 후속조치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당시 무역과 노동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계시키자는 ‘사회적

조항’(social clause)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다. 국제경영자단체연맹(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이 강력히 반발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노동조합대표와 사용자대표(경영자대표) 간에 첨예한 대립과 논쟁이 계속되자 ILO 내에

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키는 논의를 중단한다는 대전제 아래에 근로자 기본권에 관한 선언

채택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8년 제86차 ILO 총회는 ‘노동의 기본원칙

과 권리에 관한 선언 및 그 후속조치’(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를 채택하였다.42)

선언은 경제성장만으로는 평등, 사회발전과 빈곤퇴치가 어렵다고 밝히고 이 선언에 명시된 모

든 권리들은 경제발전의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고 밝히고 있다. 선언은 ILO 핵심노동기준43) ILO 기본협약44)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정부에

게 해당 미비준협약 원칙들의 이행에 대해 자국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ILO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연례보고’(annual review)를 작성하고 지난 4년

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행된 핵심노동기준 ILO 기본협약의 원칙들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4년

간의 우선적 과제와 기술협력 실행계획을 정하기 위해 ILO 사무총장은 ‘세계보고서’(Global

Report)를 작성한다. 세계보고서는 4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순차적으로 다루게 되며 매년 6월

ILO 총회에 제출되어 논의된다.45) 이러한 세계보고서는 ILO 핵심노동기준 기본협약의 비준 여

42) 이 선언에 따라 ILO 가맹국은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를 존중, 촉진, 실현하기 위한

4개영역 8대 기본협약을 명시하였다. 특히 이는 국가의 비준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ILO 회원국에 적

용되며 ILO 3자선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기본원칙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 가운데 2011년 8월 기준 아동노동 철폐 관련 협약 2개(제138호․제182호)와 작업장

에서의 차별 철폐 관련 협약 2개(제100호․제111호)를 비준했을 뿐, 가장 기본이 되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과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들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친화

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2011), pp. 34-35).

43) 노동기준은 시대와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을 반영하여 형성되므로 각국은 상이한 노동기준을 보유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노동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소위 노동권 보호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기준이 선별적으로 선택된다. ILO는 특히 결사의 자유, 단체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

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중요시하고 있다. 이상의 4가지 노동기준은 1995년 3

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사회발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핵심

노동기준(core labour standards)으로 인정되었다(강인수 외 7인, 『국제통상론』 (서울: 박영사, 2003),

p. 126).

44) ILO는 제86차 총회이후 ILO의 188개 협약 가운데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고 판단되는 협약 8개를 ILO의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

에 노동기본권의 최저기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ILO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그 비준 여부에 상관

없이 핵심노동기준 협약 내용을 존중하고 실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핵심노동기준 ILO 기본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

약(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Minimum Age Convention, 1973),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제

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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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에 대한 현황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46) 선언에 대한 이행절차는 각

국가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것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ILO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각 국가들에게 ILO 핵심노동기준의 준수와 이를 통한 국내입법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3. UN체제 내에서의 규범 제시

(1) UN 글로벌 콤팩트

1999년 코피 아난(Kofi Annan) UN 사무총장은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서 인권, 노동, 환경, 부패방지 등 4개 영역에 대한 기업경영 기준으로 ‘UN 글로벌 콤팩

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이하 “UNGC”이라 함)의 10대 원칙47) 수립을 제안하

였다. UNGC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발적 성격의 기업시민정신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는

데 기업들이 책임 있는 기업시민정신과 다른 사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세계시장을 구현하자는 취지이다.48)

UNGC는 인권에 대한 기준을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에 근간을 두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권보호의 책무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와 그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49) 또한 UNGC는 세계인권선언, ILO의 노동의 기

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CSR에 관한 보편적 원칙 10개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모범사

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있다. 이러한 UNGC는 국제규범으로써 규제수단이나 행동강령이 아

니라 참여기관의 자발적 준수를 위해 고안된 가치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50) UNGC 참여 기관

45) 결사의 자유(2000) → 강제노동(2001) → 아동노동(2002) → 차별금지(2003) → 결사의 자유(2004)

→ 강제노동(2005) → 아동노동(2006) → 차별금지(2007) → 결사의 자유(2008) → 강제노동(2009) →

아동노동(2010) → 차별금지(2011) → 결사의 자유(2012) → 강제노동(2013)

46) 이형준․서영진, supra note 3, pp. 84-86.

47)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The Ten Principles 관련 자료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TheTenPrinciples/index.html (2013.03.08. 최종방문). 10대 원

칙은 다음과 같다. <인권>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2)

기업은 인권침해에 공모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노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

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해야 한다.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철폐를 지지해야 한다.

(5) 기업은 아동노동을 실질적으로 철폐를 지지해야 한다. (6) 기업은 고용 및 직업에서 차별의 철

폐를 지지해야 한다. <환경>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전주의적 접근을 지지해야 한다. (8) 기

업은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수행해야 한다. (9) 기업은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 <반부패>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해야 한다.

48) 이형준․서영진, ibid., p. 71.

49) 관련 자료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TheTenPrinciples/humanRights.html (2013.03.08.

최종방문).

50) 노한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동향: 국제기구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6권 제3호, 한국비영리학회 (2008),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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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UNGC의 구체적 이행사례 및 이행과정 내용을 내용으로 한 이행성과보고서

(Communication on Progress)를 UNGC 웹사이트에 게재하게 된다.

그러나 UNGC는 기업들의 정책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대화수단일

뿐, 기업행위의 적절한 독립적인 감시가 부재하여 기업의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51) 이에 UNGC 사무국은 2004년 6월 제1차 UNGC 지도자 정상회의에서 UNGC의 온

전성을 보호하고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들을 채택했다. ‘온전성 조치’(integrity meas-

ures)라고 알려진 이 원칙의 내용은 UNGC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콤팩트 로고를 본연의 목적으

로만 사용해야 하며, UNGC 이행 진전 상황에 관한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매년 공개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UNGC부터의 퇴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52)

더 나아가 UNGC 사무국은 CSR 관련 주요 정책 이슈 포럼과 학습 포럼을 조직하고, 국가별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 UNGC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UNGC는

2013년 3월 기준 145개국 7,200여 기업을 포함한 11,000여개 이상의 참가자가 가입되어 있

으며,53) 국내에서도 현재 23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54)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 제정의 필

요성으로 2010년 개발 된 ISO 26000(Social responsibility)의 토대가 되었으며, 많은 국가

들의 CSR 국내입법과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UNGC는 오늘날 CSR 관련 자

발적 이니셔티브로 가장 많은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이끌고 있으며 기업의 책임감 있는 인권경

영을 유도하기 위한 보편적 원칙을 기반으로 둔 규범 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2) ‘보호, 존중, 구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워크’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UN차원에서 계속 논의되어 UN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

‘인권과 초국경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주제에 대한 특별보고관’(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인 존 러기(John Ruggie)가 작성한 ‘보호, 존중, 구제: 기

업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워크’(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프레임워크 보고서” 이라 함) 보고서가 2008년 6월에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의 ‘국가의 보호 의무’(The State Duty to Protect),

‘기업의 존중 책임’(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구제책의 접근성’(Access

51) Surya Deva, “Human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Law: Where

From Here?”, Connecticu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9 (2003), p. 16.

52) 이형준․서영진, supra note 3, p. 74. 10대 원칙에 대한 이행성과보고서를 정해진 시기 기내 보고

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고 있음’(non-communicating) 상태로 UNGC 웹사이트에 표시되게 된다. 만

약 2년째 보고하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음’(inactive)으로 표시되며, 이 상태에 놓인 회원들은 제대로

보고할 때까지 UNGC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비롯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또한 UNGC 이름과

로고도 사용하지 못한다. 이행성과보고서가 3년째 제출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한국인권

재단, “기업은 어떻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가? - 비사법적 고충처리 매커니즘의 한국 적용

가능성”, 기업인권 연구보고서 (2010), pp. 102-103).

53) 관련 자료 http://www.unglobalcompact.org (2013.03.08. 최종방문).

54) 관련 자료 http://unglobalcompact.kr (2013.03.08.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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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medies)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국가의 보호 의무’는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로 ①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조

성, ②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일관성 확보, ③ 기업과 인권에 관한 활동 요구로 국제적 차

원의 연계, ④ 분쟁지역에서의 인권보호 등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책임과 인권에 관한 기준으로 OECD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제46조).55)

‘기업의 존중 책임’은 기업의 인권보호책임으로 ① 기업의 기본적 책임으로 인권 존중, ②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상당한 주의 실행, ③ 기업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평가, ④ 기업의

인권침해 공모 책임 등을 통해 기업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게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라는 의무를 통해 인권관련 위험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인권보호책임을 가진 당사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제인권장전 및 ILO 핵심노동기준 협약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제58조).56)

‘구제책의 접근성’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 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으로의 사법적 제도 운영, ②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 운영, ③ 기업 자체

의 고충처리제도 운영, ④ 정부기반의 비사법적 제도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

제책의 존재나 선택 방법에 대한 정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구제책으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구제책에 대한 접근 정보 제공과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102조).57) 특히 국가 기반의 비사법적 제도 운영으로 공적중

재기관이나 국가인권기구, OECD의 NCP 등이 좋은 예로 제시되고 있다(제85조).58)

프레임워크 보고서 발표 이후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59)는 존 러기(John

Ruggie)의 특별보고관 임기를 3년 연장하여, ‘보호, 존중, 구체’ 프레임워크를 운영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권고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로 2011년 6월 인권이사회

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 UN의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이하 “이행 지침”이라 함)60)을 결의하게 된다.

2008년 프레임워크 보고서가 국가와 기업이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라면, 2011년 이행 지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61) 때문에 이행 지침은 국가

의 의무, 기업의 책임, 구제책의 접근이라는 2008년 보고서의 기본구도는 유지한 채, 이를 위한

55) UN Public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A/HRC/8/5, 7 (New York: United Nations, 2008), p. 13.

56) Ibid., p. 17.

57) Ibid., p. 27.

58) Ibid., p. 22.

59) 1946년 UN경제사회이사회 보조기관으로 설치되었던 UN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는 2006년에 UN총회 산하의 UN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변경되었다.

60) UN Public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A/HRC/17/31 (New York: United Nations, 2011).

61) John Ruggie, Presentation of Report to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Geneva: United Nations,

201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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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1년 이행 지침은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 생성이 아니

라, 기존의 기준과 절차의 의미를 국가와 기업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단

일 템플릿으로 통합하며, 현 체제의 부족한 부분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식별함으로써 규범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62)

프레임워크 보고서는 인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존중책임을 함께 부과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해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보완적 관계에 있는 책임을 구성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가 아닌 국가와 기업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인권보호를 요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 규제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2011년

이행 지침은 프레임워크 이행의 절차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보다는 기존 프레임워

크에 추가적인 설명을 더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이행의 감시와 이행 되지 않았을 때의

제재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는 점은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적 규범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Ⅳ. CSR 실천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국제표준화기구 ISO 26000

(1) ISO 26000의 목적

CSR 활동과 관련하여 그 책임의 이행 여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이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각

되기 시작하면서 기업활동의 성과를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s) 설정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법적 규범은 아니지만 사실상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CSR 촉진 방안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이라 함)에 의하여 모색되었는데, 각 국가 간의 서로 다른 CSR 내용을 통합․조정하

여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표준 가이드라인(ISO 26000)이 그것이다.63)

1946년 설립된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산업표준의 국제적 조율을 통해 자발적 성격의 기술표

준을 개발해 오는 비정부기구이다.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국제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분야에서 ISO 차원의 표준설정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ISO는 각국 정부, 노사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문그

룹’(ISO Advisory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을 토대로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ISO

표준설정의 적절성과 해당 표준의 범위와 종류를 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2010년 11월 사회적

62) John Ruggie, supra note 61, p. 5.

63) 이동승, supra note 4,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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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ISO 26000을 발표하였다.64)

ISO 26000은 UNGC와 GRI의 ‘G3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

s)65)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ISO 26000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① 기업조직의 지

배구조, ② 인권, ③ 노동관행, ④ 환경, ⑤ 공정거래 관행, ⑥ 소비자 이슈, ⑦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66)

(2) ISO 26000의 인권지표

ISO 26000은 인권의 범주를 ‘세계인권선언’의 분류와 같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

회 및 문화적 권리’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 법

앞에 평등할 권리, 표현의 자유 권리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

서 노동권, 식량권,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67) 특히 ISO 26000은 인권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은 국가뿐만 아니라 조직 자신(기업)도 가진다고 밝히고 있

다.68)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취지를 바탕으로 ISO 26000이 전통적인 국가 행위

자를 넘어 인권과 관련해서 사적 의무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69) 이러

한 특징을 바탕으로 ISO 26000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은 비국가 조직도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인종차별 철폐70), 여성차별 철폐71), 고문 금지72), 아동

권리73), 이주노동자 권리74),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75), 장애인의 권리76)등 7개 분야의 12

64) 이형준․서영진, supra note 3, p. 111.

65) GRI는 기업에게 자발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에 제1차 가이드라인(G1)과 2002년 제2차 가이드라인(G2)을 발표 한 이후 2006년 제3차 가이드인

(G3)을 발표하였다.

66) ISO Publications,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 26000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0), p. 19.

67) Ibid., p. 23.

68) Ibid., p. 24.

69)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개인과 조직은 … 그들의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

해 노력하며 … 이러한 자유와 권리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 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전문).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 규약) 등도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5조 1항).

70)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모든 형태

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71)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72)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73)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000(아동의

무력충돌에의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on the Sales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00(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74) ILO: Migrant Workers (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No. 143) 1975(이주노동자 (보충규정)

협약), ILO: Migrant Workers Recommendation (No. 151) 1975(이주노동자에 관한 권고),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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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서들을 국제인권법의 주요 문서로 소개하고 있다.77)

ISO 26000는 인권 쟁점 사항으로 ① 상당한 주의, ② 인권 위험상황, ③ 공모의 회피, ④ 고

충처리, ⑤ 차별과 취약그룹, ⑥ 시민권․정치권, ⑦ 경제권․사회권 및 문화권, ⑧ 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등의 8가지 분류로 세부화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직(기업)에게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라는 의무 부과를 통해 잠재하는 인권영향을 파악하고 인권관련 위험을 예

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78) 나아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고충처리제도’(resolving

grievances) 운영과 그에 대한 보상방법의 모색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활동의 부정적 영향에 대

한 개선 및 협력 수단의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79) 이러한 특징은 ISO 26000이 단순한 기업의

인권지표 도구 역할에 한정된 것이 아닌 기업의 인권보호 정책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ISO

26000의 긍정적 영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2.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1)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목적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기업들에게 기업활동의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업보고(corporate

reporting)가 중요한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기업들이 자사 기업활동의 사회적 영

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압력이(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거세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소송 등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보고’(Socal Reporting)라고 부르며, 기업의 경제․환경․사회적 영

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라고 한

다.80)

이러한 배경에서 CSR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한 논의는 1997년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

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이하 “GRI”이라 함)의 설립으로 구체화되었다.81) GRI는 경

제, 환경, 사회 등에 대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천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제정기관으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 영향평가 보고서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No. 97) 1949(이주노동자 협약),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75) U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2006(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76)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77) ISO Publications, supra note 66, p. 23.

78) Ibid., p. 25.

79) Ibid., p. 27.

80) 이형준․서영진, supra note 3, pp. 181-182.

81) GRI는 1997년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NGO 단체인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CERES)를 중심으로 비상설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뿐이다. 이후 2002년 유엔환

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상설기구화 되었다. 관련 자료

https://www.globalreporting.org/information/about-gri/what-is-GRI/Pages/default.aspx (2013.03.08.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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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이다.82)

2000년에 제1세대 가이드라인(G1)과 2002년 제2세대 가이드라인(G2)을 발표 한 이후

2006년 제3세대 가이드라인(G3)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6월에 4세대 가이드라인 G4 초안

(exposure draft)을 발표하였다.83) GRI는 기존 G3 가이드라인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목

적을 보고주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의 성과를 측정, 공개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84)에

게 그에 걸맞은 책임을 약속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85) 이러한 목적에 기반을 둔

GRI 보고서는 기업의 활동, 전략과 경영 방식 등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

과 평가와 비교에 활용될 수 있다.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기업활동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자

발적 보고임과 동시에 자발적 보고에 있어 통일된 기본 틀을 제공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2) GRI의 인권지표

GRI는 기업이 스스로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대한 실천성과를 투

명하게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성과지표’ 범주로 경제, 환

경, 사회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회 범주의 하위 범주로 노동관행과 양질의 일자리, 인권,

사회, 제조물책임 등으로 세부화하고 있다.86)

현재 G3 가이드라인은 인권 지표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ILO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 특히 ILO 8개의 기본협약(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 Conventions 100, 111, 87, 98, 138, 182, 29,

105), 비엔나인권선언 및 행동계획(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ILO 3자선언, OECD 가이드라인 등을 보편적 표준 근거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87) 이러

한 특징은 개정된 G4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G4 가이드라인은 더 나아가 아프리

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아랍인권헌장(Arab

Charter on Human Rights),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등의 지역별 인권조약의 준수와 여

성차별 철폐, 아동 권리, 인종차별 철폐, 원주민 권리88), 장애인 권리 등에 관한 협약들의 고려

82) Ilias Bantek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2 (2004), p. 338. 2013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G3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은 400개이다. 관련 자료

http://www.bisd.or.kr/dataroom/pool.asp (2013.03.08. 최종방문).

83) 2013년 5월 G4 가이드라인 최종본이 발표 예정이다. 최종본으로 공표될 G4 가이드라인은 반부패

(anti-corruption)와 온실가스배출(greenhouse gas emission)에 대한 추가 개정된 사항을 준비 중이다.

관련 자료 https://www.globalreporting.org/reporting/latest-guidelines/g4-developments/Pages/default.aspx

(2013.03.08. 최종방문).

84) G4 가이드라인 역시 G3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이해관계자를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투자자 집

단, 회계법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을 그 범주에 다루고 있다. GRI Publications, G4
Development: Second G4 Public Comment Period - G4 Exposure Draft (Amsterdam: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2), p. 5.

85) GRI Publications,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Amsterdam: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06), p.

3.

86) Ibid., p. 24.

87) Ibid., p. 32.



32 大韓國際法學會 2013 新進學者大會

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89) 이러한 변화는 GRI 보고서의 보편성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GRI 가이드라인 인권의 성과지표는 기존의 ① 투자 및 조달 관행90), ② 차별금지91), ③ 결

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92), ④ 아동노동 폐지93), ⑤ 강제노동 방지94), ⑥ 보안 관행95), ⑦ 원

주민 권리96) 등과 G4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추가된 ⑧ 심사와 평가, ⑨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97) 특히 GRI는 새롭게 추가한 ‘심사’(screening)에 대한 정의를 공급업체 또는 다른 협력

업체와 관계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고려 요소 중 성과기준 양식을 적용하는 공식적인 또

는 문서화 된 프로세스라고 설명하고 있다.98) 또한 ‘개선’(remediation)에 대해서는 GRI는 실

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보상하거나 수정함으로 고충 및 불만처리, 사과, 원상회복, 복구, 보상, 재

발방지의 보장 등을 ‘개선’의 범위로 설명하고 있다.99) 이와 같은 ‘심사’와 ‘개선’의 대상을 환경,

노동관행과 양질의 일자리, 인권, 사회 범주 등에 각각 함께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

의 GRI 가이드라인의 자발적 보고서의 한계를 보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과정과 결과

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라는 실천

가이드로서의 성격까지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다.100)

Ⅴ. 주요 국가별 CSR 규범화의 특징

1. 미국의 CSR 제도

88) ILO Convention 107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1957), ILO Convention 169

Concerning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in Independent Countries(1991),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2007).

89) GRI Publications, supra note 84, p. 75.

90) 인권 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협약 계약 건수와 비율(HR1), 신규 및 기존

협력업체의 인권 심사 비율(HR2),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인권 교육 시수 -

교육이수 직원 비율 포함(HR3).

91) 총 차별 건수와 시정조치(HR4).

92)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된 업무 분야와 협력사 및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HR5).

93)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와 협력사 및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를 위한 조치(HR6).

94)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와 협력사 및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HR7).

95)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HR8).

96)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HR9).

97) GRI Publications, ibid., p. 76.

98)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formal or documented process that applies a set of performance criteria as one

of the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to proceed with a relationship with a supplier or other business

partner.”

99) 원문은 다음과 같다. “Remediation refers to the extent to which actual adverse impacts are

compensated or rectified and may include grievance and complaint mechanisms, apologies, restitution,

rehabilitation, compensation, or guarantees of non-repetition.” ibid., p. 45.

100) 기존 G3 가이드라인에서도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검증기관, 이해관계자 패널, 기

타 외부 그룹/개인을 참여시키는 등 외부 검증(external assurance)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GRI

Publications, supra note 85, p. 38).



2013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범화의 국제적 논의와 평가 33

미국의 기업법은 주주의 이익보호를 기업의 주된 목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미국 판례 역시 주

주가치의 극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수탁의무’(fiduciary duties)101)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경영진과 이사회에

게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요구하고 있다.102) 이러한 태도는 기업의 건실성을 기업활동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는 ‘기업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기업공시제도는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

화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기업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상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 즉 사회위험, 환경위험 등을 파악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 의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공시제도로 2010년 미국이 ‘분쟁광

물’(conflict minerals)103)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

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도드

-프랭크법”이라 함)104)의 제정이 있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규제개혁 관련 법안으로 동법 제

1502조 규정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거래 되는 모든 기업들은 제품 제조에 사용된 광물의

출처를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5)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내전 등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광물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기업 공급망 내의 위

험요소와 노동기준의 규제를 통한 기업의 인권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개

발도상국에서 노동문제, 지역사회에서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과 건강 문제 그리고 독재정부의 인

권문제에 대한 연루 등이 미국 기업들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은

결국 세계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시장경제의 영향을 바탕에 두고

있다.106)

101) 영미법상으로 이사의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합쳐서 ‘수탁의무’라고

하는데, 주의의무는 우리나라에서 이사에게 요구하는 선관주의의무와 비슷하며 충실의무는 영미법

에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최완진, 『상법사례연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p. 218).

102) Theodor Baums and Kenneth E. Scott, “Taking Shareholder Protection Seriously? Corporate Govern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53 No. 1 (2005), pp.

31-32.

103)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과 주변국가에서 등의 분쟁지역에

서 반군 등이 민간인이나 포로들을 강제로 동원한 노예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광물을 가리키며

Columbite-tantalite(탄탈륨 추출), Cassiterite(주석 추출), Gold(금), Wolframite(텅스텐 추출) 등 4가지

광물을 말한다. 이외는 미국 국무부에서 콩고민주공화국과 인접한 국가의 분쟁광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Public Law
111-203 (2010), stat.2218.

10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10년 12월에 발표된 분쟁광물 규제

안(초안)을 2012년 8월 22일 최종 승인하였다. 최종안은 2012년 9월 12일 연방관보에 확정 게시하였

다. 관련 자료 http://www.sec.gov/news/press/2012/2012-163.htm (2013.03.08. 최종방문).

105)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Public Law 111-203 (2010),
stat.2213-2214.

106) 2005년 미국 의회 소속의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 발간한 ‘세계화: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CSR 노력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활동’(Globalization: Numerous Federal

Activities Complement U.S. Business’s Glob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fforts) 보고서는 미국의

초국경적 기업들이 해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CSR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GAO Publications, Globalization: Numerous Federal Activities Complemen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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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규제 기능을 통한 CSR의 특징은 ‘사회적 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ing,

이하 “SRI”이라 함) 펀드의 역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SRI는 전통적인 재무적 성과 외에

현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광범위한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반으로 한다. 일반적

으로 환경보호,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인권보호, 사회정의 등을 지향하며, 이러한 가치에 위배되

는 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무리 높은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운동으로 발전

하고 있다.107) 미국은 SRI 펀드 중 특히 공적연금의 운용원칙에 인권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기업

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CalPERS)은 조합원 계정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방법으로 2000년 ‘의결권대리행사원칙’(Global Proxy Voting

Principles)108)을 채택하였는데, 동 문서는 수탁의무의 요건으로 ‘책임 있는 기업지배구조원칙’

을 통한 기업시민정신으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CalPERS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글로벌 설리반 원칙’(Global Sullivan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109)과 UNGC의

채택을 통해 CSR을 준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110)

2. 영국의 CSR 제도

영국 정부의 CSR 정책의 특징은 민간단체인 ‘지역사회 속의 기업’(Business in the

Community, 이하 “BITC”이라 함)111)과 연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국내외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경영관행을 확립하도록 장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BITC

와 함께 CSR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시상(award)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모범 기업의 우수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기업들 간의 CSR 정보 교류를 장려하고

Business’s Glob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fforts,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GAO-05-744 Global CSR (New York: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5), pp. 3-4).

107) 이지환, “주주행동주의의 진화와 SRI”, 『경영논총』 제23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2005), p. 76.

108) ‘Global Proxy Voting Principles’은 2000년 채택 이후 2001년, 2005년, 2007년 추가 개정을 거쳐

2008년에 마지막 추가 개정이 있었다. 2008 Global Proxy Voting, 관련 자료

http://www.calpers.ca.gov/eip-docs/investments/policies/shareowner/proxy-voting-policy/global-proxy-voting.pdf

(2013.03.08. 최종방문).

109) 동 원칙은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추구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①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② 피부색, 인종, 성별, 나이, 민족 또는 종교적 신념 등을 불문하고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과 아동노동, 체벌, 여성학대 등의 금지, ③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 존중, ④ 근로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보상과 그들의 기술과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회 제공, ⑤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

한 발전 촉진, ⑥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포함한 공정한 경쟁 도모 및 뇌물 공여․수수 금지, ⑦ 지

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지역사회와의 협력, ⑧ 협력업체에 의한 동 원칙의 적용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Global Sullivan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자료

http://thesullivanfoundation.org/about/global-sullivan-principles (2013.03.08. 최종방문).

110) CalPERS Publications, Global Principles of Accountable Corporate Governance: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ifornia: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2011), pp.

17-19.

111) BITC는 1982년에 설립된 영국의 NGO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BITC는 영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회적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

해 ‘CSR360 Global Partner Network’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현재 전 세계 64개국에 120여개

의 지사가 활동 중이다. 관련 자료 http://www.bitc.org.uk/services/network-partners (2013.03.08. 최종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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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12) 이러한 태도는 기업에 대한 강제적 규제 보다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규제를 독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권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2000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

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113)이 있다. 이는 초국경

적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원개발과정에서 기업과 계약을 맺은

현지 경찰과 군인 등 정부의 공권력과 기업의 사설 경비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발표되었다. 동 원칙은 인권의

존중과 안전에 대해 인식을 기업과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줄 것을 요구하며 국가에게

는 국제인도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바탕을 둔 인권의 존중과 증진의 노력을, 기업에게는 기업활동

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주목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114) 이러한 원칙의 운영을

위해 ① 안전에 대한 위험 평가, ② 폭력에 대한 가능성 검토 ③ 인권상황 기록, ④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책임 ⑤ 지역 갈등의 분석, ⑥ 시설 보안장비의 위해성 평가 등을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115) 동 원칙은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총회를 중심으로 운영되

며,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참가자의 원칙 이행을 유도한다.

영국의 CSR과 관련된 정책은 SRI 펀드에서도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영국은 2000년 연금

법(United Kingdom Pension Act) 개정 시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윤리적, 사회적, 환경

적 측면을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에 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후 2002년에 추가 개정

된 연금법에서는 자산운용에 있어서 연기금의 운용수탁자에 대한 정보까지 공시하도록 강화되었

다. 이와 같은 연금법의 개정에서 공시제도의 강화는 SRI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규제에 관해 CSR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116)

3. 프랑스의 CSR 제도

1977년 프랑스는 노동법(Code du travail)에 공업 및 농업분야 사업장에게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 보고서’(Bilan Social) 작성을 의무화 시키고, 1979년부터 의회에 연간보고서의 제출을

법제화 하였다. Bilan Social 지표의 주요 내용은 고용, 임금, 보건 및 안전, 기타 근로조건, 교

육훈련, 노사관계, 회사 내에서의 기타 생활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17) 특이점은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 대표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프랑스

112) BITC의 시상 내용에 관한 자료 http://www.bitc.org.uk/services/awards-recognition (2013.03.08. 최종방

문).

113) 2013년 3월 현재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콜롬비아, 스위스, 영국, 미국 8개 국가들이

이 원칙에 참여하고 있다. 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관련 자료

http://voluntaryprinciples.org (2013.03.08. 최종방문).

114) 관련 자료 http://voluntaryprinciples.org/principles/introduction (2013.03.08. 최종방문).

115) 관련 자료 http://voluntaryprinciples.org/principles/risk_assessment (2013.03.08. 최종방문).

116) 손영화, “CSR에 관한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 EU의 CSR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0

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p. 821.

117) ‘Bilan Social’ 지표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idArticle=LEGIARTI000022266069&cidTexte=LEGITEXT

000006072050&dateTexte=20110720&fastPos=1&fastReqId=1317401095&oldAction=rechCodeArticle

(2013.03.08.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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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업이 자본과 노동의 통일적 조직체라는 인식이 있고, 이에 노동자의 경영참가로 사회 보

고서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특징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18)

이후 기업법 개정의 일환으로 2001년 5월 ‘신경제규제법’(Nouvelles Regulations

Economiques)119)이 제정되어 프랑스의 모든 상장기업은 연차보고서에 기업활동의 결과가 사

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여 비재무적 지표로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

었다. 신경제규제법은 기업활동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보고’의 기재항목으

로 고용정책, 근로시간과 보수, 단체교섭사항, 장애근로자의 취업, 건강 및 안전조건, 회사 복리

후생 등을 평가 공개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하도급업체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 준수에 대

한 노력, 해외 자회사의 활동에 대한 해외지역 영향평가 등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신경제

규제법에 따른 보고서는 종전의 Bilan Social보다 공개대상 정보를 근로정보에서 사회책임정보

까지 확대시켰으며, 공개대상도 회사 내부에서 주주 등 회사 외부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를 통한 CSR 공시를 규정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120)

프랑스도 정부기관의 공적기금운영에 CSR을 고려하고 있다. 2001년 2월 개정된 기업연금기

금의 일종인 ‘종업원저축제도’(Employee Saving Schemes) 운용에 관한 법률121)과 같은 해 7

월 개정된 ‘공공연금제도’(Public Pensions Systems) 운용에 관한 법률122)은 기업 투자에 있

어 사회, 윤리, 환경에 대한 사안들의 고려와 투자 평가 기준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

공성이 강한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사회나 환경에 대해 보다 큰 부담감을 갖고 윤리적으로 활동

해야함을 의미하며 공적인 금융기관과 예금공탁금고는 그 경영의 일반원칙으로 CSR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금융계의 SRI 촉진을 강화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태도로 볼

수 있다.123)

4. 독일의 CSR 제도

독일은 CSR을 국가정책의 핵심적인 의제로 인식하여 활발한 정부부처의 활동, 이해관계자와

의 적극적인 협력과 재정지원,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인권정책

관련 부서로 노동부, 환경부가 각각 CSR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CSR

인식 제고를 위해 사용자 및 노동조합 등에 대한 교육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직접 CSR 우수 운영 기업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CSR의 사회적 관심을 유

118) 이상훈, “기업의 사회책임(CSR)의 법제화 방향: 사회책임정보의 공시법제화를 제안하며”, 『CSR

법제화의 길을 묻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정보공개 토론회 자료집 (2010), p. 13.

119) 프랑스어 정식법률 명칭은 “Loi relative aux nouvelles régulations économiques” 이다. 해당 법률 내

용은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223114 (2013.03.08. 최종방

문).

120) 이상훈, ibid., pp. 13-14.

121) Employee Saving Schemes 법률 제정 과정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01/02/inbrief/fr0102129n.htm (2013.03.08. 최종방문).

122) Public Pensions Systems 개혁 과정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01/07/feature/fr0107173f.htm (2013.03.08. 최종방문).

123) 손영화, supra note 116, pp. 8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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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국제적 CSR 협력으로 UNGC에 가장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

을 하고 있으며,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UNGC 학습포럼에도 독일 정부가 지원 하고 있

다.124)

최근 주목할 만한 독일의 CSR 정책으로, 2010년 독일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행

동 계획’(Action Plan for CSR)125)이 있다. Action Plan for CSR은 법적 제도를 초월하는

국가참여 전략과 CSR 확대를 위해 도입한 국가정책으로 ① 기업과 공공기관의 CSR 정착, ②

CSR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③ CSR 활동의 가시화 및 신뢰성 향상, ④ CSR에 대한

정치적 프레임워크 향상, ⑤ 세계화의 사회적․환경적 차원에서 공헌 등을 목표로 삼고 있

다.126)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CSR 코칭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의 CSR 활동 비교 등 관련

된 다양한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 그리고 CSR 모범 기업에 대한 시상(award)제도의 운영

등이 있다.127) 특히, CSR의 국제적 기준으로 OECD 가이드라인, ILO 3자선언, UNGC를 그

예로 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에 대해 국내 및 국제무대에서 CSR의 준수를 요구

하고 있다.128) 이러한 Action Plan for CSR은 재계와 정계 및 사회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

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 속에 CSR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독일 정

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행동 계획’ 하에

독일제품의 품질 인증 슬로건 ‘Made in Germany’를 CSR과 연계하여 ‘CSR-Made in

Germany’로 확대하였고, 독일 생산제품의 CSR 준수를 국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129)

독일의 CSR 운영에 있어 또 다른 특이점은 노사 간의 정보교환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산별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전국적, 지역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단체교섭과는 별도

로, 기업 내의 종업원평의회(경영협의회)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노사 간에 광범위한 정보교환

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작업시간, 임금기준, 휴식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기준부터 복리후생시

설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종업원들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업원평의회는

기업경영에 일정한 참여권을 행사하고 있다.130) 즉, 법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규제 방식보다는

정부, 경영계, 노동계가 대화를 통해 규범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이를 경제단체와 노동

조합을 통해 강제하는 간접적 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CSR 운영의 합리적 전략과 정책방향을 찾고자 하는 독일식 CSR

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131)

124) 독일은 UN비서국 UNGC 사무소에 창설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 사하라(Sahara Des) 이남 아

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UNGC 학습포럼은 독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supra note 42, pp. 169-171).

125) German Federal Government ‘Action Plan for CSR’ 관련 자료

http://www.csr-in-deutschland.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BMAS/CSR_Konferenz/a398-csr-aktionspla

n-englisch.pdf (2013.03.08. 최종방문).

126)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Germany) Publications, National Strategy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Action Plan for CSR -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Berlin: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2010), p. 12.

127) Ibid., pp. 14-19.

128) Ibid., pp. 8-9.

12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국 기업의 CSR 활동 사례』 (2010), p. 18.

130) 이상훈, supra note 118, pp. 15-16.

131) 국가인권위원회, ibid.,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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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역시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기업공시제도를 통한 CSR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2004년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연차보고서의 영업보고에 비재무적 정보를 CSR 정보로 포함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해 연금제도의 개정을 통해 연금운용 수탁자에 대해서도 CSR

의 유무와 정도, 의결권행사 방침 등에 대해서 공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132)

5. 중국의 CSR 제도

과거 중국 기업은 모두 국유기업으로써 생산경제의 단위체뿐만 아니라 사회의 복지 제공 기능

까지 부담해 왔다. 중국은 국유기업이 주택, 교육, 의료, 노령연금 등 다양한 사회 기능을 수행

하는 ‘企业办社会’(qiye ban shehui)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과거 중국의 도시 사회보장은 국유기

업이 담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133)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기업들은 점차 사유화되기

시작하였고 국유기업이 담당하던 사회·경제적 기능들은 상실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경제 성장 위

주의 정책에 맞춰진 무분별한 외자유치 과정과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공정

들은 환경오염과 노동착취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CSR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새롭게 발생한 사회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인본주의를 내세우며 경제발전에 대한 관점을 전면 조정하고 있으며,

이후 2006년 기업활동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내용으로 기업법(公司法)을 개정·보완 하였다.134)

종래의 구 기업법이 국유기업 관리규범으로서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개정된 기업법은 기업운영

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다.135)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2008년 시행된 ‘노동계약법’(勞動合同法)은 노

사관계에서 노동자 권익보호와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136) 기존 노동법에서 미흡했던

노동자의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한 ‘노동계약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된 노동관계의

구축 및 발전을 도모함을 법 제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제1장),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의

투명성 확보(제2장), 근로계약의 성실한 이행(제3장), 해고 요건의 강화(제4장), 노동조합의 권

리 보호(제5장), 노동계약제에 대한 관리감독(제6장), 근로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경제보상

금(퇴직금) 지급(제7장)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137)

한편 기업의 자발적 윤리강령과 같은 표준 지침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는데 중국국가발전개혁위

132) 손영화, supra note 116, pp. 826-827.

133) Li-Wen L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Window Dressing or Structural Change?,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8, No.1 (2010), pp. 86-87.

134) Ibid., p. 65.

135) 구 기업법 제5조는 “기업은 국가의 거시통제 하에서 시장수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생산·경영하며

경제적 효과와 이익, 노동 생산율의 향상과 자산증식·유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개정 된 기업법 제5조는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회공중도덕과 상도덕 및 신의성실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부와 사회 공중(公衆)의 감독을 받고, 사

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개정 규정되었다. 관련 자료

http://www.gov.cn/flfg/2005-10/28/content_85478.htm (2013.03.08. 최종방문).

136) 권혁재·이정일, 『중국 노동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11),

p. 12.

137) 관련 자료 http://www.gov.cn/flfg/2007-06/29/content_669394.htm (2013.03.08.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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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가 2006년 중국의 100대 방직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관리 시스템

‘중국 방직복장기업 사회책임 관리체계’(China Social Compliance 9000 for the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이하 “CSC9000T”이라 함)이 그것이다. CSC900T는 관리시스템 구

축, 노동계약서 작성 의무, 아동노동 금지, 노예노동 금지, 법정 노동시간 준수, 공정한 임금과

복지 혜택,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 인정, 차별 금지, 폭력 금지, 산업 보건 및 안전 설비 확보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138)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 표준을 계발하게 된 동기는 인

권, 노동 등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요구하는 CSR 표준이 중국의 현실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중

국의 노동법과 노동기준, 그리고 사회적 조건에 맞는 윤리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표준은 국제적 기준이 아닌 중국의 국내법에 기초하고 작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139) 이러한

중국의 최근 정책 변화는 과거 CSR을 선진국의 무역장벽으로 비판하였던 태도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의 CSR 활용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Ⅵ. 결론

앞에서 CSR에 관한 정의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

해관계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개념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기업의 자발

성도 중요하고 규제도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자발성과 규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게 인권보호 이행의 자발적인 실천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대가 어

렵기 때문에 OECD, ILO,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 차원에서 규범적, 기준적 차원에서 CSR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활동 범위와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적 사항을 고려한 규범의 적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서 국제기구들은 집행 가능

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강행규범으로 제언이 아닌 지침(guidelines), 선언(declarations),

행동강령(code of conduct) 등의 권고적 성격의 규범들로 CSR을 다루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록 이들 규범들이 기업의 인권보호에 대한 강제적 법적 효력을 창출해 낸 것은 아니지만,

CSR에 기초하여 향후 국가의 행동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연성법(soft law)

의 역할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이는 오히려 일률적 규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규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특히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의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기업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단순히 통념적인 사회책임

경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기업에게 요구되는 적극적 책무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

미가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결국 CSR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강화를 위한 노력들로 국제사회

의 시각이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138) 관련 자료 http://www.csc9000.org.cn/cn/CSC9000T.asp (2013.03.08. 최종방문).

139) 신상법, “환경정책에서 국가의 역할: 중국의 사례”, 『아세아연구』 제52권 제4호, 고려대학교 아

세아문제연구소 (2009), p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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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SR 활동과 관련하여 그 실천의 측정과 평가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기준의 설계는 CSR 전략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인권지침을 도

입하는데 필요한 도구이다. 이는 CSR의 정보공개로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에게 인권보호에 대한 학습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국 자발성과 강제성의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ISO 26000과 GRI의 G4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CSR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는 구체적이고 보편화될 수 있는 지침으로

긍정적 영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도구들이 인권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앞에서

언급되었던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들을 그 표준으로 삼고 있는 점은 향후 CSR 기준이 국

제 표준화 형태로 강화될 것이며 새로운 기업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들의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며 그에 따른 정

보공개와 평가기준 설계는 계속 강화 될 것이다. 이는 CSR이 기업의 순수한 자율규제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각 국가들은 CSR 관련 각종 행정규제나 법적 규제를 위한 기업 평가

요소로 CSR 평가 지표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또한

자발성과 강제성의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CSR 규범화 논의는 기업에게 인권보호의 책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며 기업과 관련 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

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게 인권경영에 대한 제도적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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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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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영국의 에섹스 대학(University of Essex)에서 Paul Hunt 교수와 Peter Stone 교수의 지도

하에 ‘A Human Rights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Access to Medicines’라는

논문으로 2012년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본 글은 필자의 박사논문 중 6장 ‘Relationship between

TRIP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Context of Access to Medicines’을 토

대로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PhD (School of Law, University of Essex,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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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 간 보건의료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매일 거의 3만 명의 아이들이 기초적인 필수의약품에 접근만 가능했다면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질병들로 죽고 있다.1) 의약품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의

약품 가격은 그 중 주요한 것이다. 의약품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는 의약품 특

허인데, 특허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로 특허권을 보유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

이 해당 의약품 시장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토대로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아래

TRIPs)의 채택이었다.2) TRIPs는 1994년 국제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여러 부속서 중 하나로, 저작권, 특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8개 분야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기준

과 시행절차를 정한 다자조약이다. TRIPs의 채택 이후, 지적생산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확

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인권의 향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 논문은

TRIPs와 국제인권법 상의 규범 간의 충돌과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양 규범의 잠재적 상충

에 대한 해법을 국제인권법적인 관점에서 모색한다.

먼저 TRIPs와 인권에 관한 논쟁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나서, 개념들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

해, 기존의 지적재산권제도 하의 권리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

회권규약) 제15조1항(c) 상의 권리, 즉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

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다. 그 후, 본 논문의 초점인 TRIPs와 인권으로서의 의약품 접근권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최

근의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국제법 내 규범적 충돌의 정의를 검토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 지적재산권 관련 규범과 국제인권규범의 관계를 분석하고, 양 규범의 잠재적 상

충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해 TRIPs를 해석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1. 지적재산권협정과 인권의 접점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초기 논의 개관

가. 유엔인권소위원회(UN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1)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tinuity and Change: Implementing the Third WHO Medicines Strategy 
2008-2013 (2009) at 4.

2)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5 April, 1994,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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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적재산권의 관계에 대한 유엔 차원의 의견 표명은 유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소

위원회(아래 유엔인권소위)로부터 시작되었다. 유엔인권소위는 결의 2000/7 “지적재산권과 인

권”3)에서 “TRIPs를 이행하는 것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 사이에 실질적

혹은 잠재적인 충돌”이 있음을 경고하였다.4) 유엔인권소위는 인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

되는 영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①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어렵게 하는 문제, ②

식물다양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유기체의 특허가 식량권(the right to

food)에 미치는 영향, ③ ‘생물약탈(bio-piracy)’과 전통적 지식의 문제,5) ④ 특허 의약품에 대

한 경제적 차원의 접근성의 문제가 건강권(the right to food)에 미치는 영향.6)

지적재산권과 인권 간에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인권소위는 먼

저 ‘경제 정책에 대한 인권의 우위’를 인식하며, 지적재산과 연관된 국내법과 정책을 입안할 때

모든 국가들에 권고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에게 “국제인권법 하에서 국가들이 지고 있던

기존의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라고 요구했다.7) 유엔 사무총장, 인권최고대표, 유엔경제적·사회

적·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다양한 유엔기구들에 대해서는 지적재산

권 협정의 인권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라고 권고했다.8)

나.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엔인권소위의 2000/7 결의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유엔인권기구, 다양한 국가 간 기구, 정

부, NGO들의 의견 표명을 촉발하였다.9) WTO는 세계인권선언 제27조제2항과 사회권규약 제

15조제1항(c) 상의 ‘자신이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물로부터 발생하는 윤

리적 및 물질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이하 주로 ‘과학자의 권리’로 지칭)에 주목하

면서, 지적재산권제도와 인권이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0) 즉, TRIPs가 사회권규약

의 제15조제1항(c)의 실행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11) 나아가, TRIPs 제7조에

3) 유엔인권소위원회 결의 2000/7이 채택된 배경, 결의문의 내용과 그것이 미친 영향에 관한 보다 상

세한 설명은, David Weissbrodt and Kell Schoff, ‘Human Rights Approach to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e Genesis and Application of Sub-Commission Resolution 2000/7’, 5 Minnesota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2003) 1-46 참조. 

4) UN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0/7 (2000) Preamble.

5) 주로는 선진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선주민이나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보존, 발전시켜 온 의학지식

이나 종자와 같은 전통적 지식을 분석하고 특허를 내는 행위를 생물약탈이라 칭함. 원래 이러한 지

식이나 종자를 사용하고 발전시켜 온 이들이 더 이상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사용료를 내야만 하

는 상황 발생.

6) 위 각주 6.
7) Ibid. paragraphs 3, 8.
8) Ibid. paragraphs 8-15.
9) Report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2001) U.N. Doc. 
E/CN.4/Sub.2/2001/13;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2001) U.N. Doc. E/CN.4/Sub.2/2001/12 (2001); The addendum to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001) U.N. Doc. E/CN.4/Sub.2/2001/12/Add.1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부록은 유엔인권소위 결의

2000/7에 대한 다양한 정부, WTO와 WIPO 등 국제기구, NGO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

10) WTO의 의견은 Section II, B i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2001), pp. 7-9, U.N. Doc. E/CN.4/Sub.2/2001/12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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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정하고 있는 협정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

로부터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권규약 제15조제1항(a)와 (b)의 목적과 일치한다

고 보았다.12) TRIPs 제7조(목적)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기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상호이익이 되고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WIPO도 사회권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27조제2항을 언급하며, 지적재산권제도와 인권 모두 창작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 간의 긴장 해소와 균형 유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13)

다. 유엔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인권최고대표는 TRIPs와 인권 간의 연결지점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한편, “TRIPs가 인권

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충하는 이익 간의) 균형점을 찾을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14) 1) “인권적 접근에서는 [중략]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지적재산의 보호의 가장 중

심에” 두는 반면, TRIPs에서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중보건, 영양, 환경과 개발의 증

진을 “일반적으로 규범에 대한 예외 차원으로 표현한다.”15) 2) TRIPs는 지적재산권자의 권리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지닌 의무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TRIPs 하에서 추구하는 균형은 인권적 접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TRIPs는 전통적 지

식(traditional knowledge)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라. 기타 유엔 인권기구들

이밖에도, 여러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인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련의 보고서와 결의를 채택

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권규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유엔 사회권위원회로 지칭)

는 2001년에 ‘인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입장’16)을 발표하였고,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

의 전신(前身))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해 ‘HIV/AIDS,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 상

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국가와 관련 정부 간 기구들에게 필수의약품

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17)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2002년과 2003년에 제출

한 보고서에서 “가난한 농민들이 재파종을 위해 종자를 자가 채집하는 것이 종자 특허에 의해 제

11) Ibid.
12) Ibid. para. 4.
13) Reply from the WIPO in Addendum to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2001) p. 13-15, U.N. Doc. E/CN.4/Sub.2/2001/12/Add.1 (2001).
14) 위 각주 11, Report of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1, paragraphs 11, 20-26.
15) Ibid. paragraph 22.
16)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4 December, 
2001) UN Doc. E/C/12/2001/15.

17)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1/33, UN Doc. E/CN.4/RES/2001/33 (23 April 2001);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2/32, UN Doc. E/CN.4/RES/2002/32 (22 April, 2002);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3/29, UN Doc. E/CN.4/RES/2003/29 (22 April, 2003) 



2013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의약품 접근성의 맥락에서 47

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18)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강제실시와 같은 TRIPs가 허용하는 조치들을 활용하라고 국가들에 권고하는 한편, 더 나

아가 “TRIPS-plus” 규범들이 건강권의 향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

기하였다.19) 일련의 무역이나 투자 관련 양자 간 혹은 지역 협정들이 TRIPs에서 요구하는 지

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TRIPS-plus”라고 칭한다.

지적재산과 인권 간의 관계에 관해 국제기구들 사이에서 진행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지적재산권협정과 인권 간에 실제 규범적 충돌이 있는가? 그러한 충돌이 존재한

다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지적재산과 인권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성격을

규명하고,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이다. 의약품 접근성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에 앞서, 먼저 지적재산권과 인권을 혼동하는 주장에 대하여, 각각의 구별되

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2. 특허권과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누릴 저작자의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제1항(c))의 구분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규약 제15조제1항(c)는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

는 예술적 창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WTO와 WIPO가 유엔인권소위 2000/7 결의에 대해 응답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일각

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국제인권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자, 예술가, 작가들의 권리를 동일시하곤 한

다.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copyright), 기업의 상표권(trademark) 등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인권과의 관계가 각기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지적재산의 다양한 형태 중 의약품 접근성의 문제

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특허에 한정해, 국제인권법 상의 발명자의 권리와 구분되는 특징을 분석

한다.

가. 기본적 가치와 보호하는 이익

특허권과 국제인권법 상의 발명자의 권리는 각각이 토대로 하는 기본적 가치와 보호하고자 하

18)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Jean Ziegler, 10 January 2002, paragraph 119, 
UN Doc. E/CN.4/2002/58; The third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28 August 2003, UN Doc. A/58/330, paragraph 29.

1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Health, Paul Hunt,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1 March 2004, UN Doc. E/CN.4/2004/49/Add.1, paragraphs 81-82;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Health, Paul Hunt, 13 September 2006, UN Doc. A/61/338;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nand Grover) on the Right to Health, 31 March 2009, U.N. Doc. A/HRC/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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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익에서 다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를 인용하자면, 인권은 “모든 인간들에게 고유한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것”20)으로, 사회권규약 제15조제1항(c)는 과학자, 작가, 예술가의 윤리적인 이익

과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며, 그 보호의 범위는 인간적 존엄성의 유지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려되

어야 한다. 즉, 윤리적 이익은 발명자로서의 인격권, 물리적 이익은 지적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을 의미하고, 그 범위는 발명자가 동 규약 제11조 상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차원

의 기본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사회권위원회는 해석의 준거지침을 제시하였다.21) 반면, “지적재

산권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독창성과 창조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생산품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지적하였

다.22) 현대적 특허제도의 모태라고 불리는 1623년 영국의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

나 미국 헌법의 제8조23)에서 나타나듯, 역사적으로 특허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

졌고, 특허권자의 사적 이익 보호 자체가 제도의 목적이 아니었다. 특허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이론 역시 지식에 대한 접근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식생산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서 특허를 정당화한다.24)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

파에 기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상호이익이 되고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TRIPs의 목적을 규정하는 제7조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발명자가 특허를 통해 자신의 발명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특허권 부여가 인권으로서의

발명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

구자들 및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밝히듯, 발명자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

적노동에 대한 보상은 배타적 권리의 부여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시장에서의 선발자로서의

이익, 정부나 기업에 의한 연구비, 상여금, 상금, 교수직 등”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25)

나.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특허

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특허권의 본질적 성격은 특허권이 규율되는

방식에서 잘 드러난다. 즉, 특허권은 국가의 입법을 통해 부여되고, 그 범위와 기간이 조정될 수

20)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7: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icle 15.1(c) of the Covenant, 12 
January 2006,  UN Doc. E/C.12/2005, paragraph 1.

21) Ibid. paragraph 15.
22) Ibid. paragraph 1.
23) Section 8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24) Robert P. Merges, Peter S. Menell, and Mark A. Lemley,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Technological Age, Aspen Publishers, 2nd ed. (2000) 11-13; Edith Tilton Penrose, The Economics of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Originally published by the Johns Hopkins Press, 1951; Greenwood 
Reprinting, 1973) 31-41.

25) Rochelle Dreyfuss, ‘Patents and Human Rights: Where Is the Paradox?’, Law and Economics Research 
Paper No. 06-38, SSRN eLibrary, p. 8; 위 각주 22, paragraph 16.



2013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의약품 접근성의 맥락에서 49

있고, 그 권리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취소되거나 몰수될 수도 있다.26) 또

한, 모든 발명의 특허출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27) 특허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사회에 유익한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주요 목적에 따른 것이다. 특허의

기한은 제한적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허대상은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에 자동 진

입한다.28) 또한, 더 나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원하는 발

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받는다.29) 뿐만 아니라, 특허제도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예외와, 강제실시와 같은 제한을 포함한다.30) 이러한 모든 특징들은 특허권이 사회

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권은 어떤 조건을 충족

해야 갖게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인권 역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한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인권은 그 윤리적 중요성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적합성, 합목적성), 권리의 최소 제한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등 허용할 수 있는 제한을 판단함

에 있어, 훨씬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31)

다.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주체

누가 권리의 보유자가 될 수 있는가는 국제인권법 상의 발명자의 권리와 특허권을 구분 짓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인권으로서의 발명자의 권리는 권리보유자와 발명 사이의 인격

적 연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명을 한 개인들이나, 전통적 지식의 경우, 그 지식을 보존, 발전

시켜 온 전통적 공동체만이 그러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다.32) 반면, 특허제도 하에서는 원 발명

자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아 법인으로서의 기업이 특허권자가 될 수 있다.33) 즉, 발명자가 자신

의 특허권은 매매하고 양도할 수 있지만, 인권은 양도 불가능하다.34) 이와 관련해,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현재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 제도 하에서는 법인이 지적재산권의 보유자일 수 있

26) Rochelle Cooper Dreyfuss, ‘Patents and Human Rights: Where is the Paradox?’, Willem Grosheide (ed.)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A Paradox, Edward Elgar (2010) 72-96 at 75-80. 1) 해당 특허

의 대상이 특허가 가능하지 않은 것일 때, 2) 해당 특허가 기술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발명이 실시

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을 때, 3) 특허의 범위가 특허 출원의

청구 범위를 넘어설 때 등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공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

리협약 제5조 A3항은 불실시와 같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행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실시권의 부여로 충분치 않은 경우에 한정해, 이차적인 조치로서

특허의 몰수를 허용한다.

27) TRIPs 제27조는 특허의 요건으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 상 이용가능성을 규정한다.

28)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지적재산권협정 제33조는 출원일로부터 최소 20

년 동안으로 한다.

29) TRIPs 제29조1항.

30) Ibid. 제30조와 제31조.

31) 더 엄밀히 살펴보면, 인권의 규범적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기본적 가치와의 연관성 속에서

갖는 중요성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제한의 범위가 다르다. 이와 관련한 분석은 필자의 박사논

문 제7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32) 위 각주 22, paragraphs 1, 7, 8.
33) Wendy J. Gordon, ‘Current Patent Laws cannot Claim the Backing of Human Rights’, Willem 

Grosheide (ed.)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A Paradox, Edward Elgar (2010) 155-171 at 
167.

34) Peter K. Yu ‘Reconceptualizing Intellectual Property Interests in a Human Rights Framework’, 40 U.C. 
Davis Law Review (2007) 1131; 위 각주 22,  paragraphs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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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중략] 그들의 권리는,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인권의 차원에서 보호되지 않는다.”3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권으로서의 발명자의 권리와 특허권은 토대가 되는 가치, 추구하는 목

적, 보호의 방식, 권리 보유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의 본격적인 주

제인 지적재산권 협정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간에 규범적 충돌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

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도록 한다.

3. TRIPs와 의약품 접근권의 규범적 관계

앞서 보았듯이,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이 TRIPs가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

해 우려를 표하였고, 그 후 TRIPs 채택 이후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화된 보호가 보건 등 사회의

공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도 나왔다.36) 다른 한편, 세계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국제법의 범위가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제규범이 더욱 전문화되면서, 동일한 분야에

대해 각기 다른 규범이 동시에 적용되고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

법위원회를 위시하여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37) 이러한 기존의 연

구들에 기초하여, 이 장에서는 지적재산권제도와 의약품 접근권 사이에 규범적 충돌이 실재하는

지를 살펴보고, 양 규범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가. 지적재산권 규범과 의약품 접근권

의약품 개발 관련 지식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국제법 상의 각기 다른 규범, 즉

WTO 법의 일부인 TRIPs 상의 특허에 관한 규범과 국제인권법 상의 생명권, 건강권,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규범이 적용될 수 있다.38) 이들 양 규범들

간에 충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규범 상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 규범들이 각기 다른 방향

35) 위 각주 22,  paragraph 7.
36) 지적재산권이 공중보건, 국제개발,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Report of the British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gr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 Policy (2002); Particularly for the impact on health of intellectual 
property, 위 각주 8, paragraph 29-58 참조;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novation and 
Public Health (CIPIH) of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06); Philippe Cullet, ‘Patents and Medic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IPS and the 
Human Right to Health’, International Affairs 79(1)(2003)139-160; Holger Hestermeyer, Human Rights 
and the WTO: The Case of Patents and Access to Medicin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7)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Finalized by Martti 
Koskenniemi, 13 April 2006, UN Doc. A/CN.4/L.682, Joost Pauwelyn, ‘The Ro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WTO’,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5 (2001) 535-578.

38) ‘That two norms are valid in regard to a situation means that they each cover the facts of which the 
situation consists. That two norms are applicable in a situation means that they have binding force in 
respect to the legal subjects finding themselves in the relevant situation.’ 위 각주 39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6) Footno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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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문제의 해결을 지시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39)

1) WTO 회원국의 의약품 특허 부여에 대한 의무

TRIPs 규정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들은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최소 20년

동안 특허를 보호해야 한다.40) 의약품 특허권자, 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기대, 의약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TRIPs 채택

이전에는 의약품에 특허를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국제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들, 특히 개발도

상국들은 해당 의약품을 복제생산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복제의약품을 수입하여 자국민에

게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2) 의약품 접근권: 건강권, 생명권,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는 인권으로서, 세계인권선

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규약 등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생명

권, 건강권,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에 근거한다.41) 건강권42)은 안

전한 식수 및 위생, 영양,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등 건강의 기본적 결정요인과 적절한 보건의

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43) 약은 누군가가 아플 때, 또한 질병의 예방, 치

료와 통제를 위해 보건의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 유엔인권위

원회의 일련의 결의들,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 건강권의

핵심적인 일부이며 국가는 자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주요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안전

한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립하였다.44) 이 중에서 특

히,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을 참고하고 자국의 보건상황을 고려하여 각국이 정한 필수의약

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건강권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최소핵심의

무에 포함된다.45)

또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은 생명권46)의 일부로 이해되기도 한다. 생명권을 자의적인 생명

박탈을 금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결핍으

로부터의 보호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을 감독하는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의 견해가 이를 뒷받침한

다.47)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48)는 거의 잊혀졌다가 최근 들어 관심

39) 위 각주 39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6) paragraph 23.
40) TRIPs 제27조(특허대상), 제33조(보호기간)

41)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제4장과 제5장에서 상세히 분석하였다.

4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43)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Health (article 12 of the ICESCR), adopted in twenty-second session (2000) UN Doc. E/C.12/2000/4.

44) Ibid. paragraph 9;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s 2003/29, 2004/26, 2005/23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s 2001/33, 2002/32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위 각주 21, 2006, paragraph 40.

45) 위 각주 45, paragraph 43(d).
46)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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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대되고 있는 권리로서, 이를 실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앞으로 개념적인 발전이 더 요구된

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엔이 이 권리를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에 포함함으로써, 인간의

지식과 그것의 응용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단지 특권적 소수에게만 머물지 않고, 보편적으로 향유

되어야 함을 중요하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으며,49) 이러한 점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은 이

권리의 일부를 구성한다.

나. 규범 상충에 대한 협의의 시각에서 본 TRIPs와 의약품 접근권

하나의 개연성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TRIPs 하에서 과도기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해 의

약품 특허권 보호 의무를 면제해주는 기간이 끝나50), WTO 회원국인 한 개발도상국이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주요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의약품의 가격이 지

나치게 높아졌다. 이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해당 의약품을 특허권자인 제약회사가

정한 가격에 구입해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공급할 경우, 다른 사회공공서비스

에 필요한 정부 예산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국가 내 신약을 필요로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약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국가의 행위는

TRIPs 하의 의무는 준수하고 있지만, 동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상의 의무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규범의 상호충돌에 관한 협의의 정의에 따르면, 위의 상황에서 국제법 상의 규범들이 상충 관

계에 있다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Wilfred Jenks는 국제법 규범의 상충과

관련해, “두 개의 조약을 체결한 한 국가가 양 조약 하의 의무를 동시에 준수할 수 없을 때, 직

접적인 양립불가라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충돌이 발생한다”고 정의했다.51)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두 개의 조약 가입국이 한쪽의 규범 준수를 포기해야 또 다른 규범을 준수할 수 있을 때에 한해,

규범 간의 충돌이 있다고 판단한다. TRIPs와 의약품 접근권의 경우, TRIPs 하의 의무를 준수

하려면 반드시 의약품 접근권의 보장 의무를 포기해야 하느냐를 검토해야 하는데,52) TRIPs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병행수입, 강제실시와 같은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에 대해 예외

를 두는 것을 국가들에 허용하고 있다.53) TRIPs 규정이 의약품의 접근성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47)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6: The Right to Life (art. 4) Adopted at the 
sixteenth session in 1982.

48)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제1항(b).

49) 최근 나온 이 권리에 대한 연구로는 Lea Shaver,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Wisconsin Law 
Review 2010, 122-184; Olivier de Schutter, ‘The Right of Everyone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the Right to Food: From Conflict to Complementarity’, Human Rights Quarterly 33(2011) 
304-350.

50) 저개발국(least-developed countries: 최빈국이라고도 지칭함)은 2016년까지 TRIPs 협정 상의 의약품

특허권 부여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는다.

51) Wilfred Jenks, ‘The Conflict of Law-Making Treaties’, 30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53) 
401-453.

52) Gabrielle Marceau, ‘WTO Dispute Settlement and Human Righ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3, No. 4 (2002) 753-814 at 791.

53) 필자의 박사논문 제3장은 지적재산권협정 하에서 허용하는 공중보건 관련 예외 조치들과 더불어,

태국, 인도, 캐나다-르완다의 관련 사례들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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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채택된 2001년 WTO 각료회의의 「도하선

언」은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국가의 권리를 재확인했다.54) 이러한 권리는

TRIPs 제8조1항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이 협정의 규정

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 및 영양상태를 보호하고, 자국의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

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에 근거한

다. 따라서, TRIPs가 허용하는 유연성을 근거로 국가가 TRIPs 하의 의무와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양자를 동시에 준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견해는 엄격

한 의미에서 의약품 접근 문제와 관련해 TRIPs와 국제인권규범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다. 규범 상충에 대한 광의의 시각에서 본 TRIPs와 의약품 접근권

앞에서 본 것처럼, 규범의 충돌을 한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들의 양립불가능이라는 엄격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논의의 폭을 넓혀 “하나의 문제를 다루는 데 두 개의 규범이나

원칙이 (엄격한 의미에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이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상

황”55)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유익할 수 있다. 국제법위원회의 연구그룹이 지적했듯이, “조약 규

정들이 엄격한 의미에서 양립불가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조약이 다른 조약이 추구하는 목표 실현

을 어렵게 할 수 있다.”56)

광의의 국제법 규범의 충돌에서 보자면, TRIPs가 특허권에 대한 예외, 특허권자의 승인 없는

사용(정부실시, 강제실시) 등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 TRIPs와 의약품 접근권 간의 충돌을 방

지하지 못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 유엔인권최고대표는 “TRIPs가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충하는 이익 간의) 균형점을 찾을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은 협의의 규범 충돌로

는 잘 포착되지 않는 TRIPs와 국제인권법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TRIPs가 특허권

자의 상업적 이익의 보호를 중심에 놓고 공중보건을 예외로 놓는 방식으로 두 이익 간의 균형점

을 추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경우, 국가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적 조치들을 택할 때, 특허권자의 상업적 이익을 덜 제한하는 다른 대안적 조치가 없음을 정당화

해야 할 것이며,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여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균형은 인권이 특허권자의 이익 보호에 ‘부차적인 관계’가 되도록 만든

다.57)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이익 보호와 건강권의 실현이라는 두 이익 사이

54) WT/MIN(01)/DEC/2, adopted on 14 November 2001.
55) 위 각주 39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6, paragraph 24.
56) Ibid.
57) 경제활동과의 관계에서 인권을 부수적 가치나 규범으로 두는 경향에 대한 비판으로, Sheldon 

Leader, ‘The Collateral Protection of Rights in the Global Economy’, 53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2008-2009) 805-814 참조. 공중보건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자유무역에 부수적인 것으로 해석

한 것과 관련해, Thailand – Restrictions on Importation of and Internal Taxes on Cigarettes, Adopted 
20 February 1990, BISD 37S/200, paragraph 75 참조. 이 분쟁에서, 패널은 “태국이 [담배에 대해] 수

입을 제한한 것은 태국 정부가 보건정책 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취할 조치라고 합리적으로 여

겨질 수 있는, GATT에 부합하거나 불일치의 정도가 덜한 대안적 조치가 없을 때만, [GATT의 일반

적 예외규정인] 20조(b)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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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TRIPs의 목적을 정한 제7조의 문구 상 이러한 해결이 가

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해석을 통해 하나의 상황에 적용되는 두 개의 규범이 서로 다

른 방향을 지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잠재적 충돌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58)

4. 국제인권법적 관점에 근거한 TRIPs의 해석과 적용 모색

가. 가치(이익)형량에서의 국제인권법의 역할

서로 다른 규범들 간의 충돌의 해결은 규범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중한

해석을 통해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59) 이러한 관점에서, TRIPs와 의약품 접근권 사이에 존

재하는 잠재적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국제법 규범들 사이의 위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강행규범(jus

cogens)은 그 예외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제53조는 의무의 이탈이 허용되

지 않는 규범이며 이러한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약을 무효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어떤 내용

이 강행규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국제사회에 분명한 합의가 없으며,60) 노예제와 노예무역 폐

지, 제노사이드, 인종차별, 고문금지 등 극히 소수의 규범이 강행규범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윤리규범 및 국제법의 변화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강행규범이라는

개념이 TRIPs와 의약품 접근권 간의 잠재적 충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

는다.

하지만 국제법 규범 간의 위계질서가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각기 다른

가치나 규범이 상충 관계에 있을 때 상충하는 가치들의 규범적 중요성을 측정해 비교하고 하나

의 가치를 희생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적절한 균형을 찾는 가치(이익)형량(衡量) (weighing and

balancing)은 필수적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된 보편적 가치나 이익을 법문화한 국제인권법

의 규범은, 인권적 가치가 연관된 사안에 있어서 상충되는 이익의 형량을 통해 규범들 간의 적절

한 균형을 찾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WTO 법의 해석, 가치형량, 다른 규범의 역할

EC-Asbestos (석면) 분쟁에서, WTO 항소 기구는 프랑스 정부가 취한 석면 및 석면함유제

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이기 때문에 GATT 제20조(b)항61)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62) 이 결정에

58) 위 각주 38 Holger Hestermeyer, 2007, 169-176. Joost Pauwelyn, Conflict of Norm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How WTO Law Relates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78.

59) 위 각주 39,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paragraphs 37 and 43; 
위 각주 60 Joost Pauwelyn (2003) 240-244.

60) Dinah Shelton, ‘Normative Hierarchy in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0, April 2006, 291-323 at 302-303.

61) 제20조 일반적 예외: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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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항소기구는 정부의 무역규제조치와 관련해, “이 사건에서, 규제조치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은,

잘 알려진 대로 생명에 위협적인 건강상의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석면의 금지 혹은 감소를 통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핵심적이거나 중요한 공통의 이해나 가치가

추구될수록,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기가 더 쉽다”고 강조하였다.63)

국제무역의 범위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인간과 환경의 보호와 같은 가치와 자유무역 증진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비교해 양 규범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WTO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더

욱 중요하게 요구될 전망이다.6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

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65)도 문맥과 함께 참작되어야 할 것의 일부를

구성한다. WTO 법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WTO 항소기구는 WTO 협정이 “국제공법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66) US-Shrimp 사건에서 항소

기구는 가트협약 20조(g)의 “고갈할 수 있는 천연자원”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면서 일련의 환경조

약들을 원용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 “[한 조약에 담긴 개념들은] 원래 진화하기 마련이며, 그

해석은 후속적으로 발전한 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더욱이, 국제조약은 해석 당

시에 지배적인 전체 법 시스템의 틀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67)

다. 의약품 접근권의 증진에 기여하는 방식의 TRIPs 해석

TRIPs의 해석과 적용에서, 인권적 가치와 산업적 이익이 상충하여 가치형량이 요구될 때, 국

제인권법이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될 때는, 건강권, 생명권,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으로

부터 혜택을 향유할 권리의 실현이 저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TRIPs가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물

론,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의 주요 근거가 되는 건강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제한 조항)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TRIPs가 추구하는 목적의 일부와 의약품 접근권이 충돌할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

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중략] (b)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 [하략].

62)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WT/DS135/AB/R, 12 March 2001.

63) Ibid. paragraph 72.
64) 위 각주 54 Gabriel Marceau, 2002, 753-814; Joost Pauwelyn, ‘Human Rights in WTO Dispute 

Settlement’, Thomas Cottier et al. (ed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Trad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05-231, at 208-209 참조.

6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3항(c)

66)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Standard for Reformulation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20 May 1996, p.17.

67)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US-Shrimp), WT/DS58/AB/R, 6 November 1998, paragraphs 1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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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제한 조항)와 12조(건강권)가 TRIPs를

해석, 이행할 때 준거 지침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규약 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려

면, 민주사회에서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취해진 조치가 그 목적 실현에 적합하

며, 제한되는 권리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의 비례가 합당해야 한다. 중요하게는 그 어떠한

제한도 ‘권리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규약 상의 각 권리에서 발생하는 의무들 중 최소핵

심의무가 바로 이것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68)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3호에서 각 권리

에는 그 아래로 내려가면 더 이상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는 최저선이 있고, 자국

내 거주하는 이들에게 그 최저선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핵심의무가 각 당사국에게 있다고 확인

한 바 있다.69)

TRIPs의 제7조 목적규정에서 드러나듯, 특허제도는 순전히 특허권자의 사적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의 증진과 전파, 생산자와 사용자의 상호이익, 사회 및 경제복지에

의 기여 등 사회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단, 외견상, 연구 및 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상의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제약회사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가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지, 의약품 접근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

으로는 특허권을 부여하면서도, 특허권과 의약품 접근권이 충돌할 때는 정부실시/강제실시나 병

행수입 등의 TRIPs가 허용하는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를 통해 사용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

는 방식으로 TRIPs를 균형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다른 한편, TRIPs가

허용하는 유연성에 기대 공중보건을 증진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약가와 연계 없이 의약품 개발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

다.70) 이것의 강점은, 의약품 개발과 의약품 접근권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논의는 최근 세계보건기

구의 주도 하에 WTO와 WIPO가 함께 하고 있다.71)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

근권 보장은 국제인권법 하 국가의 최소핵심의무로서,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

으로 TRIPs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라. TRIPs 규범의 진화

68)  Amrei Müller, ‘Limitations to and Derogations from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9(4) (2009) 557-601.

69)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art. 2, para. 1 of the Covenant) (1990) UN Doc. E/1991/23. Philip Alston and 
Gerard Quinn, ‘The Nature and Scop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9 (1987) 156-249.

70)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Strategy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World Health Assembly Resolution WHA 61.21, 24 May 2008, Annex, paragraph 7, available at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A61/A61_R21-en.pdf.

71) WHO, WIPO, WTO, 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tersections between 
Public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 2013, avialble at 
http://www.wto.org/english/res_e/publications_e/who-wipo-wto_2013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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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의 존재, 국가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등과 맞물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이지만, 최근 10여 년 간 TRIPs와 의약품 접근 문제를 둘러싼 변화들은 TRIPs를 국제인권법

에 비추어 의약품 접근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HIV/AIDS와 연관된 공중보건의 위기, 의약품 접근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남아공 법률에 대

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소송,72) 강제실시 관련 브라질 법률이 TRIPs에 위배된다며 미국이 브

라질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건73) 등 일련의 사건들이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안에서

TRIPs와 의약품 접근에 대한 열띤 토론을 촉발하였고, 이러한 논쟁을 통해 TRIPs가 허용하는

공중보건에 필요한 조치들의 이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해졌다. 2001년 WTO 각료회의

에서 채택된 도하 선언은 공중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회원국의 의무를 재확인하였다.74) 인

권의 언어가 도하 선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Frederick Abbott는 “도하 선언은 국

제통상 관련 문서인 동시에 내포적인 의미에서 인권문서이기도 하다”고 평했다.75) Gabrielle

Marceau 역시 도하 선언이 잠재적으로 관련 있는 인권법을 고려하여 WTO 법 조항을 해석한

좋은 예라고 보았다.76)

더 나아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는 인권의 문제임을 확립하는

다수의 판례들이 국내법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77)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 인권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특허 의약품의 가격을 낮춰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브라질, 태국, 말레

이시아, 에쿠아도르, 잠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다수의 국가들이 정부실시/강제실시 등

TRIPs가 허용하는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들을 사용하였다.78)

제약품 생산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접근할 수 있

게 하는 것이 TRIPs와 국제인권법 관련 논의에서 계속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도하 선

언 제6단락에 기술된 이 문제는 2003년 8월 30일 WTO 총회의 결정에 이어, 특허권자의 승인

없는 사용(강제실시) 관련 조항(TRIPs 제31조)의 개정을 이끌어냈다.79) 2003년 8월 WTO

72) 병행수입 등을 허용하는 의약품 관련 개정 법률이 TRIPs와 남아공 헌법에 위배된다며, 1998년 39

개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남아공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강한 국제사

회의 비판을 받고, 제약회사들은 2001년 소를 취하했다.

73) 이후 미국은 브라질을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하였다.

74) 위 각주 56.
75) Frederick M. Abbott, ‘The ‘Rule of Reason’ and the Right to Health: Integrating Human Rights and 

Competition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TRIPS’ in Thomas Cottier, Joost Pauwelyn, and Elisabeth Burgi 
(ed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Trad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79-300 at 283.

76) 위 각주 54, 755-756.
77) Alicia Ely Yamin and Siri Gloppen(eds.), Litigating Health Rights: Can Courts Bring More Justice to 

Health, Harvard Law School Human Rights Program Series (2011) 
78) World Health Organization, Briefing Note Access to Medicines, February 2008; UNDP, Good Practice 

Guide: Improving Access to Treatment by Utilizing Public Health Flexibilities in the WTO TRIPS 
Agreement (2010); Sisule Musungu and Cecilia Oh, ‘The Use of Flexibilities in TRIPS by Developing 
Countries: Can They Promote Access to Medicines?’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novation and Public Health (CIPIH), August 2005; Frederick M. Abbott and Jerome H. Reichman, 
‘The Doha Round’s Public Health Legacy: Strategies for the Production and Diffusion of Patented 
Medicines under the Amended TRIPS Provi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07) 
921-987 at 949-957.

79) Decision of the General Council,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T/L/540 and Corr.1, 1 September 2003. 이 결정의 내용을 법

문화하는 TRIPs 개정이 회원국 2/3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개정된 TRIPs가 이 결정을 대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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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그 결정을 반영한 TRIPs 제31조(bis)는 자국 내 의약품 생산 능력이 부족한 국가의 공

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목적의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것이다.80) 이 시스템이 효과적

인지, 아니면 TRIPs의 추가적인 개정이 요구되는지는 좀 더 지켜보며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맺는 말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강제하는

TRIPs 규범과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법 규범은

상충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TRIPs가 국제법체제의 일부라는 점,

따라서 TRIPs 규범을 다른 국제규범들을 고려하며 해석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7조와 8조에서 나타나듯 TRIPs는 복수(複數)의 가치와 목적이 연관되는데, 각기 다른 가치나

이익의 비중을 평가하고 적절한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인권규범과 연관된 가치나 이익의 중요성

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사

건들 속에서, TRIPs의 조항 일부가 개정되기도 하였고 TRIPs 하에서 허용되는 공중보건에 필

수적인 조치들의 의미와 한계가 더 분명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는, 의약품 접근권이 건

강권, 생명권,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의 요소로서 인권임을 확인하는 국제

인권법 상의 규범적 발전과 대중적 인식의 성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의약품 생산 기

반이 없는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

아 있고,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TRIPs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

문이다. 이는 지적재산권 시스템, TRIPs를 넘어서서, 시장성이 없어 외면되어온, 가난한 사람들

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모색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의약품

에 대한 접근권과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같은 국제인권규범이 의약품

의 개발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찾는 논의와 관련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도 중요한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Decision of General Council, Amendment of the TRIPS Agreement, 6 December 2005, WT/L/641.
80) TRIPs 제31조(f)는 강제실시를 통해 생산된 의약품이 대부분 “국내시장용”이어야 한다는 강제실시

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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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2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Lloyd Shapley와 Alvin Roth는 “안정적 자원배분

이론 및 시장설계 관행(The theory of stable allocations of resources and the practice

of market design)”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시장 개념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실제 현실에서 가격이 효과적인 자원배분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없는 경우가 상

당수 존재하는바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해당 자원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이득을 얻기 위해서

는 안정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시장 구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 이와 같이 시장 외연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논의는 비단 경제학 분야에

* 서울여자대학교 국제학과 초빙강의교수, 법학박사

1)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October 15, 2012 Notice of Advanced Information, “Scientific

Background on the Sveriges Riks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 2012:

Stable Allocations and the Practice of Market Design,” p.1, availabl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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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뿐만 아니라 통상법 영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최근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서 패

널 보고서가 회람된 Canada-Renewable Energy/Feed-In Tariff 사건에서는 캐나다 온타리

오 주정부가 시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가 WTO「보조금 및 상계조

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협

정)이 규율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바 핵심쟁점으로서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범위를 획정(definition)2)하는 문제가 심층적으로 검토되었다.3) 사실 관련시장의

획정 문제는 법학 분야에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당초 경쟁법(competition law), 특히 미

국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의 맥락에서 발전되어 현재에는 이미 법리로 형성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문제에 대한 전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WTO보조금

협정에 있어서의 관련시장 문제는 경쟁법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바 독자적 법리

발전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WTO회원국의 국내조치가 보조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 시행의 결과, 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기업은 ‘경제

적 혜택(benefit)’을 향유하여야만 한다.4)5) 이 중 경제적 혜택의 평가와 관련하여 WTO보조금

협정 제14조는 기본적으로 조사당국이 조치시행국의 지배적 시장여건에 기초하여 경제적 혜택을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조항은 소위 시장비교기준(market benchmark) 법리를 내

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6) 개념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동 법리는 관련시장의 획정과 비교

기준의 채택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단계별 고찰을 요구한다. 즉 시장비교기준 법리를 적용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관련시장이 획정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련시장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상당수의 보조금분쟁이 WTO에 회부되었음에도

http://www.nobelprize.org/nobel_prizes/economics/laureates/2012/advanced-economicsciences2012.pdf.

2) 관련시장의 획정(definition) 문제는 통상법보다 주로 경쟁법 맥락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다. 경쟁법 하

에서는 독과점행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기 위한 선결 요건으로 관련시장의 획정을 요구

된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WTO보조금협정에서도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위한 시장기준을

채택하기 위해서 먼저 관련시장이 획정될 필요가 있다. 획정이라는 용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관련

시장의 획정은 불특정 다수의 시장 가운데에서 당해 사안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시

장을 찾아가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모호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광범위한 시장 영역으로부

터 출발하여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외적 범위'(outer limit)를 점차 좁혀나감으로써 궁극적으

로는 당해 사안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외연을 지닌 시장을 획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Panel Report,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 Canada-Measures
Relating to the Feed-In Tariff Program (WT/DS412/R,WT/DS426/R) (19 December 2012) (“Canada-Renewable
Energy/Feed-In Tariff” ), paras.7.271-7.272.

4) WTO보조금협정 제1조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와 ‘경제적 혜택’에 관하여, 그리고 제2조는

‘특정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5) WTO보조금협정 제1.1조 (b)항은 ‘경제적 혜택’에 상응하는 용어로서 ‘benefit’이라는 영어단어를 사

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benefit’은 우리말로 ‘혜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다.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가 해당 웹사이트(http://www.wtodda.net/wto.php?menu=03 (2013년 3월 10일 검색))에 공시한 WTO보

조금협정 국문번역본도 ‘혜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만 기초한다면 이러한 번

역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으나 영어단어 ‘benefit’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또는 상업적 속성을 고

려한다면 최소한 WTO보조금협정의 맥락에서는 ‘benefit’를 ‘혜택’이 아닌 ‘경제적 혜택’이라는 우리

말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동 용어의 본질적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

된다.

6) 시장비교기준 법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유광혁, “WTO보조금협정상 경제적 혜택의 평가와 관련

한 기본 법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총』, 제29집 제3호(2012년 9월), 49-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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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패널 또는 항소기구가 관련시장의 법적 의미 및 구체적 획정기준을 제시한 바 없으며

나아가 제14조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입법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Canada-Renewable Energy/Feed-In Tariff 사건에서 확인되는 관련시장 논의 역시 모든 사

안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련시장의 획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지엽적이고 불충분하다.

본 논문은 WTO보조금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법적 쟁점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보조금 여부 판단에 있어서 미완성 법리라고 할 수 있는 시장비교기준 법리

기본적 내용을 고찰한다. 아울러 동 법리의 실효적 적용의 본질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관련시

장의 획정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관련시장의 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만 하는 제반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Ⅱ. WTO보조금협정 상 경제적 혜택의 법적 의미

WTO보조금협정 제1.1조 (b)항은 보조금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경제적 혜택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혜택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은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였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즉 경제적 혜택의 평가는 일차적으로 보조

금 여부의 판단 문제와 연관된다. 아울러, 경제적 혜택은 보조금액의 구체적 산정 문제와도 연관

된다. 이러한 점은 WTO보조금협정 제14조가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산정(Calculation of the Amount of a Subsidy in Terms of the Benefit to the

Recipient)”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7) 유사한 맥락에서

EC-DRAMS Countervailing Measures 사건 패널도 제1.1조 (b)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7) WTO보조금협정 제1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산정

제5부의 목적상, 제1.1조에 따라 수혜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관 련 회원국의 국내법률 또는 시행규정에 규정되며, 각 개별사안에 대한 이들의 적용은 투명해

야 하고 적절히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방법은 다음의 지침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a) 정부의 자본투입은 동 투자결정이 동 회원국 영토내의 민간투자가의 통상적인 투자관행(모험자

본의 제공을 포함)과 불일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

니한다.

(b) 정부에 의한 대출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 정부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동 기업이 실제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간의 차이가 없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러한 두 금액간의 차이가 혜택이 된다.

(c) 정부에 의한 대출보증은 보증을 받는 기업이 정부가 보증한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동

기업이 정부보증이 없었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지불할 금액간의 차이가 없는 한 혜

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수료상의 차이를 조정한 두 금액간의 차이

가 혜택이 된다.

(d) 정부에 의한 상품 내지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의 구매는 이러한 제공이 적절한 수준이하의

보상을 받고 이루어지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혜

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보상의 적정성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

또는 구매 국가에서의 지배적인 시장여건(가격·품질·획득가능성·시장성·수송 및 다른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다)과 관련되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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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의 존부에 대한 판단 문제는 제14조의 경제적 혜택의 크기의 산정 문제와 명백히 구별된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8)

이와 같이 보조금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경제적 혜택 평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바 그 고찰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혜택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법리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비교기준 법리는 해당 거래행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국제법상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기초한 경제적

혜택의 통상적 의미를 살펴보고 WTO보조금협정 맥락에서 어떠한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경제적 혜택의 법적 의미를 조망한다.

1. 경제적 혜택의 통상적 의미

경제적 혜택의 법적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서 특히 Canada-Aircraft 사건은 WTO보조금

협정 상 경제적 혜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던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동 사건에서는 경제적 혜택의 의미에 대해서 조약해석의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구

체적인 개념 고찰이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캐나다의 기본입장을 받아들여 패널이 조약법협약 제

31조에 기초한 분석을 시도하였고9) 이를 항소기구가 재확인 및 보완하였다.10) 이러한 점에서

동 사건은 WTO체제 출범 이후 실질적으로 조약해석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보조금협정 상의

경제적 혜택의 의미가 검토되어진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 사건을 포함하여 일련의

보조금분쟁에서 확인되는 패널과 항소기구의 경제적 혜택의 법적 의미 분석은 조약법협약 제31

조11)가 상정하고 있는 조약해석의 세 가지 방법, 즉 ‘문언적 해석’, ‘문맥적 해석’, 그리고 ‘목적

론적 해석’ 방법을 총체적으로 적용한 분석이 아니라, 주로 경제적 혜택의 문언적 의미 내지 문

맥적 의미에 기초한 분석이었다. 나아가 패널과 항소기구는 경제적 혜택의 의미를 독자적인 법적

쟁점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혜택의 평가 법리를 확인하고 당해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경제적 혜택의 의미를 검토하여 왔기에 그 동안 패널과 항소기구에 의해 제시

된 경제적 혜택의 의미는 일면 명료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하에서는 조약해석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적 혜택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1) 문언을 고려한 해석

조약해석의 출발점은 해당 문언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경제적 혜택의 사전적

의미는 “약속의 대가로서 취득하는 이득(advantage) 내지 수익(profit)”12) 또는 “유리하거나

8)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Countervailing Measures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Chips
from Korea (WT/DS299/R) (3 August 2005) (“EC-DRAMs Countervailing Measures"), para.7.179.

9) Panel Report, Canada-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WT/DS70/R) (14 April 1999)

(“Canada-Aircraft”), para.9.111.

10) Appellate Body Report, Canada-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WT/DS70/AB/R) (20

August 1999) (“Canada-Aircraft”), paras.153-161.

11) 동 조약의 정식 명칭은「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다.

12) Black's Law Dictionary, 6th ed. (West Publishing Co., 1990), p.158; The Merriam Webster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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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요인 내지 상황(a favourable or helpful factor or circumstance)”으로 이해될

수 있다.13) ‘이득,’ ‘수익’ 또는 ‘유리한 요인 내지 상황’ 등의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특수한 조건이 부여되기 전후의 양태(樣態)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에 이러

한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적 혜택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14) 보조금협정 맥락에서 영어단어 ‘benefit’을 단순히 ‘혜택’이 아니라, ‘경제적 혜택’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15)

2) 문맥을 고려한 해석

경제적 혜택의 이와 같은 경제적 속성은 관련 규정에서의 문맥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

게 확인된다. 문맥적 해석을 위한 검토 대상 조항은 보조금협정 제1조와 제14조이다. 전자는 보

조금의 정의를, 그리고 후자는 보조금의 산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1조의 규정

에 따라서 경제적 혜택은 보조금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이는 곧 경제적 혜택이 보

조금의 기본적 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WTO보조금협

정이 보조금을 규율하는 근본적 이유가 보조금이 국가 간 통상관계에 왜곡을 초래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조금은 시장의 외연 내에서만 존

재하고 경제적 속성을 내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을 구성하는 경제

적 혜택 역시 경제적 속성이 내재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14조는 보조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경제적 혜택의 크기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보조금액의 산정이란 수혜자에게 제공된 보조금의 실질적 크기, 즉 상계관세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보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적으로 보아 “수치를 계산하고 확인하는 작업”

인 ‘산정’은 이러한 보조금의 경제적 속성이 명확히 반영된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보

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 혜택 역시 동일한 경제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제14조의 문맥의 의미를 고려할 때 경제적 혜택이라는 개념은 상업적 속성을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제14조는 경제적 혜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장비교기준

법리를 적용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 동 법리는 통상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수혜자에 대하여 ‘시혜적 이득’(preferential advantage)이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경제

(Merriam-Webster Inc, 1995), p.47 각각 참조.

13) The New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Clarendon Press, 1993), Vol.1, p.214;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Clarendon Press, 1995), p.120;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unabridged)
(William Benton, 1966), Vol.1, p.204 각각 참조; 경제적 혜택의 사전적 의미에 관한 항소기구의 판

시내용은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ircraft"), supra note 10, para.153.

14) Canada-Aircraft 사건의 항소기구는 이러한 "benefit"의 다양한 사전적 의미들이 동 용어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ircraft"), id.
15) 유사한 맥락에서 Gustabo는 ‘benefit’을 기업의 예산에 포함되는 통상의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경

제적 혜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Gustabo E. Luengo, Regulation of Subsidies and State Aids in WTO
and EC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p.443(“[T]he term ‘benefit’ or ‘aid’ is understood as an

‘economic’ advantage that mitigates the normal charges included in the budget of th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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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혜택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16) 즉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음으로써, 수혜자가

통상의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향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17) 따라서 시장은 경제적 혜택 평가의 외연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

로는 당해 거래행위가 존재했던 시장을 참조하여 경제적 혜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18) 제14조는 이러한 시장기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상적인 투자 관

행’(usual investment practice), ‘시장에서 조달 가능한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com-

parable commercial loan which the firm could actually obtain on the market),’ ‘정부

보증이 없었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comparable commercial loan absent the

government guarantee), 그리고 ‘지배적인 시장 여건’(prevailing market conditions)이 바

로 이러한 시장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경제적 혜택 평가가 해당 시장에 대한 고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당해 거래행위가 상업적으로 합리화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함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해석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해석이란 당해 조약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취지’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효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19) 조약의 대상과 목적은 조약 입법자들의 조약

제정 취지를 검토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vans는 조약은 현재 문제가 된 상

황과 관련하여 조약 당사국들이 당초 의도하였던 바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져야만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20) 다시 말해 조약체결 당시의 교섭국들의 ‘공통된 의사’(common in-

tention)를 확인하는 것이 조약해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21) 특히 ‘실효적 해석’의 의미와

16) 이재민 유광혁, “WTO보조금협정과 경제적 혜택,” 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1

호(2011년 5월), 132면.

17) Rüdiger Wolfrum, Peter-Tobias Stoll & Michael Koebele, Max Planck Commentaries on World Trade
Law: WTO-Trade Remedi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p.595.

18) Appellate Body Report, U.S.-Defini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WT/DS379/AB/R) (11 March 2011) (“U.S.-Anti-Dumping and CVDs(China)” ), para.438.

19) Grossman과 Mavroidis도 이와 같이 WTO보조금협정 제정 당시의 교섭국의 의도를 고려하여 경제적

혜택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보조금협정 제1.1조의 경제적 혜택을 보조금

협정의 입법자들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지 않

았을 때보다 수혜기업의 경쟁적 지위가 향상된 경우에는 모두 경제적 혜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이다. 동 내용은 Gene M. Grossman & Petros C. Mavroidis, “United States-Countervailing

Measures Concerning Certain Products from the European (WTO Doc. WT/DS212/AB/R; DSR 2003:1, 5;

DSR 2003:I, 73): Recurring Misunderstanding of Non-Recurring Subsidies,” in Henrik Horn & Petros C.

Mavroidis (eds.),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porters' Studies on WTO Case Law: Legal and
Economic Analysis, Chapter 1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389 참조.

20) Malcolm, D. Evans(ed), International Law,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183(“The purpose

of interpretation is to establish the meaning of the text that the parties intended it to have 'in relation to

circumstances with reference to which the question of interpretation has arisen'.”).

21)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Customs Classification Of Certain Computer Equipment
(WT/DS62,67,68/AB/R) (22 June 1998) (“EC-Computer Equipment"), para.93 ("The purpose of treaty

interpretation is to establish the 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To establish this intention,

the prior practice of only one of the parties may be relevant, but it is clearly of more limited value

than the practice of al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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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U.S.-Gasoline 사건 항소기구는 조약해석의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문언에 대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약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누구도 조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불필요하게 만들거나 무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아

니라고 판시하였다.22)

이와 관련하여 WTO보조금협정은 본문 내에 동 협정의 기본 목표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WTO 회원국 간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규율함으로써 무역왜곡의 효과가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무역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23) Canada-Aircraft 사건의 패널도 이와 유사한 입장

에서 보조금협정의 기본 목표를 조망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9.119[...]우리는 보조금협정의 대상과 목적은 “일부 유형의 정부개입이 [국제무역]을 교란

시키거나 [또는] 교란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자통상규제를 확

립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24)

이러한 패널의 판시는 WTO체제 하에서 보조금은 무역왜곡을 야기하는 주요 동인으로 간

주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25) 물론 이러한 보조금의 규제는 모든 유형의 정부조치

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부 유형의 정부조치에 국한되는 것임을 패널

은 밝히고 있다. WTO분쟁해결기구의 이러한 취지의 입장은 U.S.-Anti-Dumping and

CVDs(China) 사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동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301. 우리는 먼저 보조금협정이 전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과 목적에 관하여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항소기구는 보조금협정의 대상과 목적이 보

조금 및 상계조치의 사용에 관한 GATT의 규제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군

다나, US-Softwood Lumber IV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상계조치를 부과

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동시에 인정하면서, 보조금협정의 대상과 목적이 보조금 및 상

계조치의 사용에 관한 GATT의 규제를 강화하고 제고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

리는 보조금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관하여, U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22)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20 May 1996) (“U.S.-Gasoline” ), p.23.

23) Denise Pre'vost, “WTO Subsidies Agreement and Privatised Companies; Appellate Body Amicus Curiae

Briefs: WTO Appellate Body report 10 May 2000, WT/DS138/AB/R, 'United States-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Hot-Rolled Lead and Bismuth Carbon Steel Products Originating in the

United Kingdom',” 27 Legal Issues of Economic Integration 279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at

285; Gene M. Grossman & Petros C. Mavroidis, supra note 19, p.389 ("We view the main objective

of the SCM Agreement as being to discourage subsidies that threaten harm to competing producers in

importing countries."). 최승환, 『국제경제법』, 전게서, 307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전게서, 190면;

정인섭 외 13인 공저, 전게서, 342면; 채형복 외, 전게서, 174면.

24) Panel Report (“Canada-Aircraft"), supra note 9, para.9.119. 동 패널의 판시내용은 U.S.-Export
Restraints 사건 패널이 재확인 함. Panel Report, U.S.-Measures Treating Export Restraints as Subsidies
(WT/DS194/R) (23 August 2001) ("U.S.-Export Restraints"), paras.8.62-8.63.

25) John H. Jackson, William J. Davey & Alan O. Sykes, Cases, Materials and Text on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5th ed. (West Group, 2008), p.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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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S 사건에서 항소기구가 보조금협정은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보다 높은 규제를 부과하

려는 회원국들과 상계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보다 높은 규제를 부과하려는 회원국들 간 미묘

한 균형을 반영한다고 언급하였음을 밝힌다.”26)

항소기구는 보조금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보조금과 상계조치의 사용과 관련한 GATT의 규

제를 제고함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정부의 조치가 보조금으로 의심되거나 혹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 회원국을 상대로 다른 회원국이 무제한적으로 상계조치를 사

용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27) 이러한 항소기구의 판시내용은 보조금협

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특정 보조금에 대하여만 조치가능 보조금 또는 금지 보조금으로 분

류하고 회원국에 대하여 대응조치(countermeasures) 또는 상계조치를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한

다면 이해가 용이하다.

회원국이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당해 정부조치가 동 협정의 맥락에서 불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의 불법성은 사실상

경제적 혜택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써 비로소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상기

Canada-Aircraft 사건의 항소기구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157. 우리는 또한 제1.1조 (b)항 상의 ‘경제적 혜택’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비교를 수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재정적 기여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이러한 ‘재정적

기여’의 제공으로 인해 수혜자가 ‘보다 유리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수혜자에 대한 ‘경제적 혜

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단컨대, 수혜자가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조건보

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재정적 기여’로 인한

무역왜곡의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절한 비교의 기준을 제공한다. (강조는 필자가 추가)”28)

이러한 항소기구의 판시내용을 앞서 동 사건 패널이 보조금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관하여

판시한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찰해 보면, 경제적 혜택은 보조금협정의 기본 목표 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혜택은 무역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정부조치가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확인된 보조금은 이를 규율하는 보조금협정에 의하여 실효적인 제재 부과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혜택은 보조금협정의 시작과 끝 양쪽 모두에 위치한 입체적이

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26) Appellate Body Report (“U.S.-Anti-Dumping and CVDs(China)"), supra note 18, para.301.

27) 당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보조금지급 및 상계조치의 남용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무역왜곡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논의는 Peggy

A. Clarke & Gray N. Horlick,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Patrick F.

J. Macrory, Arthur E. Appleton & Michael G. Plummer(ed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Analysis, Vol. I, Chapter 16 (Springer Science and Business Media, Inc., 2005),

p.684 참조.

28)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ircraft"), supra note 10, para.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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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혜택의 본질적 의미

주요 WTO보조금분쟁에서 패널 또는 항소기구에 의해서 확인된 경제적 혜택의 본질적 의

미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적 혜택은 이를 향유하는 수혜자가 존재할 것을 전

제로 하는 구체적인 실체를 지닌 개념이다. 둘째, 경제적 혜택은 타당한 시장기준이 먼저 채택된

이후에 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되어지는 시장 기반적 개념이다. 셋째, 경제적 혜택은 수혜자

에 대한 유리한 조건이 제공된 경우에 비로소 그 존재가 입증되어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러한

경제적 혜택의 본질적 의미들은 경제적 혜택의 주요 평가 법리 가운데 하나인 시장비교기준 법

리의 내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1) 구체적 수혜대상의 전제

먼저 경제적 혜택은 ‘모호한’(vacuum) 상태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29)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고, 이를 향유할 특정한 수혜자가 존재하는 구체적 개념이라는 점이

Canada-Aircraft 사건에서 항소기구의 판시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해당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154. ‘경제적 혜택’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수혜자에 의해서 부여받고 향유되

어야만 한다. 논리적으로, 경제적 혜택은 자연인 또는 법인 내지 개인의 집단이 무언가를 실

제로 받았을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혜택이라는 개념은 수혜자가 반드시

존재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30)

항소기구의 동 판시는 경제적 혜택의 주요 법리 가운데 하나인 수혜자 기준 평가 법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항소기구는 이러한 구체적인 경제

적 혜택의 개념에 기초하여 제1.1조 (b)항의 ‘부여되는’(conferred)이라는 문언의 뒤에는 ‘수혜

자에 대하여’(on the recipient)라는 문구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러한 해석은 경제적 혜택 기준은 정부가 아니라 수혜자를 중심으로 평가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며 수혜자 기준 평가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31)

2) 시장기준의 채택

경제적 혜택의 평가는 반드시 구체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Canada-Aircraft 사

건에서 패널은 재정적 기여의 제공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수혜자가 어떠한 지위를 누렸을 것인지

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시장이라고 판시하였다.32) 이러한 패널의 견해를 보완하여 항소기구는

29) Gustabo E. Luengo, supra note 15, p.125.

30)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ircraft"), supra note 10, para.154.

31) Id.
32) Panel Report (“Canada-Aircraft"), supra note 9, para.9.112 ("In our view, the only logical basis for

determining the position the recipient would have been in absent the financial contribution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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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혜택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비교기준은 시장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판시하며 시장비교

기준 법리를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33)

항소기구의 이러한 입장은 U.S.-CVDs on EC Products 사건에서 보다 명확하게 재확인

된다. 동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02.[...]우리가 Canada-Aircraft 사건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조금협정 하에서 ‘경제적 혜

택’의 가치는 비교를 위한 근거로서 시장을 활용하여 평가되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일단 어

떠한 설비에 대하여 공정한 시장가격이 부여되었다면, 기업이 당해 설비로부터 획득할 수 있

는 효용성과 관계없이, 동 설비의 시장가치는 회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분석의 초점은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설비의 효용가치가 아니라 설비의 시장 기치이다.34) (강조는 필자가

추가)”

항소기구는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아 향

유한 경제적 혜택을 동 기업이 민영화(privatization)된 이후에도 여전히 향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즉 경제적 혜택의 이전(pass-through)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면서 경제

적 혜택의 존재 여부는 현재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당해 금전적 매개물의

‘효용가치’(utility value)가 아니라 ‘시장가치’(market value)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5) 이것은 항소기구가 시장에서 채택한 적절한 기준에 기초하여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시장조건과의 간극

항소기구는 경제적 혜택은 수혜기업이 통상의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거래조건’보다 유리

한(better off) 조건을 부여받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평가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36) 즉

시장에서 수혜기업이 점하고 있는 경쟁적 지위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일반적 거래조건을 초

과하여 보다 우호적인 조건으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면 그 차이만큼 수혜기업이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혜택은 기본적으로 시장 조건

과의 비교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항소기구의 이러한 입장은 U.S.-Lead Bars 사건에

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37)

market.").

33)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ircraft"), supra note 10, para.157.

34)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Measures Concerning Certain Products fom the
European Communities (WT/DS212/AB/R) (8 January 2003) (“U.S.-CVDs on EC Products” ), para.102.

35) 즉 항소기구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 받은 기업이 공정한 시장가격에 따라 민영화가 된 경우에는,

새로이 민영화된 기업이 당해 보조금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혜택도 향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

문에 민영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분석은 Petros C. Mavroidis, George A. Bermann & Mark Wu, The Law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ocument, Cases & Analysis (West Group, 2010), pp.576-577 참조.

36)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ircraft"), supra note 10, para.157.

37)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Hot-Rolled Lead
and Bismuth Carbon Steel Products Originating in the United Kingdom (WT/DS138/AB/R) (7 Jun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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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제적 혜택의 상대적 비교에 기초한 보조금 고찰의 중요성은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민간 시장주체들의 경제활동 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써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조금 규제의 정당

성이 제기된다고 이해되는데, Schwarltz와 Harper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고려를 도외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38) 즉 민간부문에서 시장주체들의 행위는, 정부의 조

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정부의 예산집행을 통해 시장주체들이 향유하게 되는 경

제적 혜택의 차이에 해당하는 공공부문의 ‘순효과’(net impact)에 필연적으로 의존한다.39) 따라

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자원배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핵심은 단지 기업이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가하는 점이 아니라, 당해 정부조치가 다양한 사적 행위들의 ‘상대적 수익

성’(relative profitability)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여부가 되어야만 한다고 Schwarltz와

Harper는 주장한다.40) 이러한 견해에 기초할 때 WTO보조금협정 맥락에서 수혜기업이 정부로

부터 제공받은 재정적 기여 전부가 곧 경제적 혜택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급부로서 수

혜기업이 지불하여야 하는 기회비용을 제외한 ‘순이익’(net advantage)만이 수혜기업이 궁극적

으로 향유한 경제적 혜택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Ⅲ. 시장비교기준 법리의 내용 및 한계

앞서 시장비교기준 법리가 경제적 혜택 평가의 기초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패널과 항소기구

의 주요 판시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동 법리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내재적 한

계를 살펴본다. 시장비교기준 법리의 실효적 적용을 위해 선행되어야만 하는 관련시장의 획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의 부재에 따른 동 법리의 근본적인 한계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1. 시장비교기준 법리의 주요 내용

패널과 항소기구는 경제적 혜택이 시장비교기준 법리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점을 주요 분쟁

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41) 시장비교기준 법리란 실제 시장 거래에서 제공되는 조

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혜기업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은 경우에만 경제적 혜택

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기구의 설명과 같이 일반적으로 제14조는

이러한 시장비교기준 법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42) 여기서 시장이란 반드시 경제학

(“U.S.-Lead Bars” ), para.67.

38) Warren F. Schwartz & Eugene W. Harper, Jr., “The Regulation of Subsidies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 70(5) Michigan Law Review 831 (1972), at 841-842.

39) Id., at 842.

40) Id.

41) Petros C. Mavroidis, George A. Bermann & Mark Wu, supra note 35, p.572.

42)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ircraft"), supra note 10, para.158. 그러나 혹자는 “WTO보조금협정

은 시장비교기준 법리를 직접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동 법리는 경제적 혜택의 기본의



72 大韓國際法學會 2013 新進學者大會

상의 ‘완전경쟁시장’ 또는 ‘완전균형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43) Sykes가 “비록 경제학자들

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비교기준은 정부의 개입이 없는 완전한 균형상태의 시장일지 모르

나 이와 같은 시장은 실제로 상정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일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

부의 시장개입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44) 따라서 시장비교기준 법리가 상정하고 있는 경제

적 혜택의 평가기준으로서의 시장은 자원배분이 최적화된 가상의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며 현실적

으로 존재하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의 시장으로 이해하여야만 할 것이다.45)

1) 거래조건에 대한 상업적 고려

거래조건에 대한 상업적 고려란 경제적 혜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거래가 발생한 상황, 거래

대상의 속성 그리고 거래 주체의 의도 등 거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요인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제4차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개최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협상의 결과 최근 발표된 DDA 의장초안 내 보조금협정 개정안 제1.1조 (b)항

주해2의 전문(前文)은 경제적 혜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46) 동 규정에 따르면 경제적 혜택이

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적 거래의 조건을 초과하여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된

거래조건”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Canada-Aircraft 사건에서 항소기구가 제시한 경제적

혜택의 의미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47) 다만 동 규정은 ‘상업적’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

로써 경제적 혜택 평가는 당해 거래조건에 대한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주해2의 후문(後文)은 “관련된 경우,

경제적 혜택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4.1조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

미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는 Richard Diamond,

“Privatization and the Definition of Subsidy: a Critical Study of Appellate Body Texturalism,” 11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649 (2008), at 666 참조.

43) Rüdiger Wolfrum, Peter-Tobias Stoll & Michael Koebele, supra note 17, p.594. 완전경쟁시장 또는 완

전균형시장은 서로 상이한 상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한 기업이 특정한 상품시장에서 장기적인 경

제적 수익을 획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동 내용은 E. Kwaku Andoh,

“Countervailing Duties in a Not Quite Perfect World: An Economic Analysis,” 44 Stanford Law Review
1,515 (1992), footnote 87 at 1,527 참조.

44) Alan O. Sykes,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Patrick F. J. Macrory, Arthur E. Appleton

& Michael G. Plummer (ed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Analysis,

Vol. II, Chapter 41 (Springer Science and Business Media, Inc., 2005), pp.85-86.

45)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는 방향으

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최적화된 시장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는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최적화된 시장을 상정하는 것은 매우 난해하다. 관련 논의로는

Bruce M. Skoopka, “Measuring Market Distortion: International Comparisons, Policy and

Competitiveness,” 32 Applied Economics 253 (2000), at 254 참조.

46) WTO, Negotiating Group on Rules, New 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e AD and SCM
Agreements, TN/RL/W/236 (19 December 2008), p.37.

47) Canada-Aircraft 분쟁을 심리한 항소기구는 “수혜자가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재정적 기여로 인한 무역왜곡의 잠재

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경제적 혜택 평가의 본질이 거래조건의 고찰에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ircraft"), supra note 10, para.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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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8) 보조금협정 개정안 제14.1조는 네 가지 시

장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조금협정 제14조를 보완한 규정이다. 즉 주해2 후문의 규정에

따르면 수혜자에게 부여된 거래조건이 상업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시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장상황에 기초한 상대적 평가

한편 경제적 혜택은 전적으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된다. 동일한 유형의 거

래행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장이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시장상황은 국

가, 지역, 또는 시대 등에 따라서 모두 상이하며 가변적이다. 따라서 모든 거래행위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지표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당해 시장에 가장 지배적인 관행 내지 원칙이

이러한 지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49)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조치의 유형별로 네 가지

시장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14조는 단지 일반적 의미의 지배적 시장관행 내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는 각 사안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기준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4조가 기본적으로 시장상황에 기초한 경제적 혜택의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서 유의미하다. 수혜자가 정부로부터 동일한 크기의 금

전적 매개물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아가 당해 시

장에 지배적인 시장관행 내지 원칙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수혜자가 향유한 경제적 혜택에 대한

평가는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시장비교기준 법리가 정부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시장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50) 즉 수혜자가 향유한 경

제적 혜택이 상업적 고려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평가되어지는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

은 자유롭게 허용된다.51)

3) 조치시행국 시장의 우선적 검토

그렇다면 WTO보조금협정 맥락에서 시장비교기준 법리가 상정하고 있는 관련시장은 과연

어떠한 시장을 의미하는가?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현재까지 모호하다. 다만,

패널은 관련시장은 일차적으로 보조금 교부국의 시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

다.52) 동 견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거래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시장은 그

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국가의 시장일 것이라는 상식적 이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특단

48) WTO, Negotiating Group on Rules, New 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e AD and SCM
Agreements, supra note 46.

49) 정영진 이재민, 『글로벌시대를 위한 신 통상법 및 통상정책』(박영사, 2012), 183면.

50) Richard Diamond, “A Search for Economic and Financial Principles in the Administration of United

States Countervailing Duty Law,” 21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507 (1990), at 520.

51) Id.

52) Panel Report, United States - Final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With Respect To Certai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WT/DS257/R) (29 August 2003) (“U.S.–Softwood Lumber IV”),
para.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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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정이란 보조금 교부국 시장이 왜곡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Grossman과 Mavroidis의 견해와 같이 보조금협정의 기본적 목표는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산업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규제함

에 있다.53) 만약 전자가 보조금협정의 목표였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시장 가운데 가급적 가

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채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경제적 혜

택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효율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정도를 의

미하는데 자원배분이 최적화된 상태인 완전경쟁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혜택을 평가할 경

우 이러한 효율성의 편차(deviation)는 최대한 크게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

한 것처럼 보조금협정의 목표는 회원국 산업에 대해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타방 회원국 정부의 조치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혜기업에 대해서 부과

되는 상계관세의 크기는 이러한 피해 또는 왜곡에 상응하는 정도이어야만 한다.54) 따라서 무역

왜곡의 잠재성을 확인하는 지표에 해당하는 경제적 혜택의 평가는 보조금 교부국의 ‘통상의’ 시장

상황과 비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4) 조치시행국 시장 왜곡 시 대체시장의 예외적 고려

시장비교기준 법리를 구성하는 또 다른 내용은 바로 보조금 교부국의 시장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국의 역외에 존재하는 대체시장을 관련시장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이를 왜곡시장 배척의 법리라고 하는데, 동 법리는 시장비교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

차적으로 보조금 교부국의 시장을 참조할 수 없을 때 시장비교기준 법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

용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왜곡 시장 배척의 법리는 U.S.-Softwood Lumber IV 사건에

서 제14조 (d)항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 사건 이후에도 제14조 (a)항 내

지 (c)항에 대하여 동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

유는 동 조항들이 외연이 모호한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련시장 자체를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a)항은 “동 회원국 영토 내 민간 투자자의 통상적인 투자 관행”(the usual invest-

ment practice of private investors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보조금 교부국의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보조금 교

부국의 시장이 왜곡되었을 때에도 이러한 왜곡된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참조하여야만 하는가? 만

53) Gene M. Grossman & Petros C. Mavroidis, “US-Lead and Bismuth II United States-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Hot-Rolled Lead and Bismuth Carbon Steel Products Originating in the

United Kingdom: Here Today, Gone Tomorrow? Privatization and the Injury Caused by Non-Recurring

Subsidies (WT/DS138; DSR 2000:V, 2595; DSR 2000:VI, 2623),” in Henrik Horn & Petros C. Mavroidis

(eds.),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porters' Studies on WTO Case Law: Legal and Economic Analysis,

Chapter 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194.

54) Garrett E. Lynam, “Using WTO Countervailing Duty Law to Combat Illegal Subsidized Chinese

Enterprises Operating in a Nonmarket-Economy: Deciphering the Writing on the Wall,” 42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39 (2010), at 746. WTO보조금협정 제19.2조는 보조금 총액보다

적은 금액의 관세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는데 적절한 경우에는 상계관세는 이러한 적은

금액이 되고, 또한 상계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국내 이해당사자가 표명한

주장을 관계당국이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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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적 기여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가 금전적 이득을 향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동

조항의 실효성은 사실상 저해될 수 있다.55) 따라서 이러한 결론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의 대출지원 조치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b)항의 문언은 (a)항보다 더욱 불분

명하다. (a)항이 명시적으로 ‘동 회원국의 영토’로 관련시장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b)항은 단지 “동 기업이 실제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었던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a com-

parable loan which the firm could actually obtain on the market)이라고 규정하고 있

을 뿐이다. 이에 대해 U.S.-Anti-Dumping and CVDs(China) 사건을 심리한 항소기구는,

(d)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왜곡시장 배척의 법리는 (b)항과 관련하여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56) 그러나 관련시장으로서 보조금 교부국 외 다른 국가의 시장을 참조하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장에서 채택되는 비교기준은 반드시 (b)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가능

한 상업적 차입’이 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들을 조정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만 한다.57) 조정의

의미에 대해서 항소기구는, 대출기한, 대출구조, 대출만기, 대출규모, 그리고 지급통화 등의 측면

에서 당해 사안에서 쟁점이 된 차입과 가장 유사한 내용의 상업적 차입의 존재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58)

대체비교기준 채택 시 세부 기준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의 필요성은 DDA협상에서도 논

의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DDA 제2차 의장초안 보조금협정 개정안 제14.1조 (d)항

은, 정부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수준이 통제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부의 압도적인

지위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왜곡된 경우에 보상의 적절성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판매조건을 조정한(adjusting) 지배적인 시장여건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야만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59) 비록 동 규정은 정부에 의한 상품 또는 서

비스의 제공 또는 구입 조치에 국한된 내용일 뿐이지만, 상기 항소기구의 판시내용을 고려한다면

조정 작업은 모든 유형의 정부 조치와 관련하여 정확한 대체비교기준을 채택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하는 절차로 판단된다.

한편 (c)항은 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정부의 보증이 없었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

입’(a comparable commercial loan absent the government guarantee)이라고만 규정하

고 있어서 관련시장 범위의 모호성이 (a)항 및 (b) 항과 비교하여 더욱 증폭된다. 동 조항과 관

련한 항소기구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대출보증과 관련한 시장을 상정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가능하며, (b)항과 (c)항이 매우 유사한 맥락에서 경제적 혜택의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c)항과 관련하여서도 왜곡시장 배척의 법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다.60)

55) Appellate Body Report (“U.S.-Anti-Dumping and CVDs(China)” ), supra note 18, para.484.

56) Id. para.484.

57) Id. para.489.

58) Id. para.486.

59) WTO, Negotiating Group on Rules, New 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e AD and SCM
Agreements, supra note 46, p.54.

60) 중국의 2001년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b)항은 경제적 혜택 문제의 판단을 위한 시장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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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적 기여 제공 시점에서의 지배적 시장기준과의 비교

EC-Aircraft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제14조는 경제적 혜택의 평가는 수혜자에 대하여 재정

적 기여가 제공된 시점에 존재한 ‘시장기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

다.61) 즉 경제적 혜택은 기본적으로 재정적 기여가 교부되었을 당시에 지배적인 시장상황에 비

추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편적 시장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

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조치의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은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에 존재하는 시장상황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제적 혜택은 재정적

기여가 제공된 당시의 지배적인 시장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만 할 것이다.62) 상기의 항소기구

판시내용도 이러한 취지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된다.

6) 시장/경제 계량분석과 구별

시장비교기준 법리는 보조금협정이라는 법규범의 맥락에서 도출되는 원리인 것이며, 경제학

적 측면에서 수행되는 시장 또는 경제에 대한 계량분석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 모두 현존

하는 시장상황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하지만 시장비교기준 법리에 있어서 시장이란 어디까지나

경제적 혜택 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외연에 해당할 뿐이며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경제 계량분석에

사용되어 지는 다양한 지표들의 일부가 시장비교기준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3년 만

기 회사채 평균 금리 또는 평균 채권 회수율 등은, 정부가 융자의 형태로 공적 자금을 지원한 경

우 이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위하여 관련시장에서 채택되어지는 시장비교기준은 제반 시장 또는 경제지표와는

상이하다.

7) 상업적 속성을 내포한 정부조치에 대해 적용

시 역외 시장기준의 도입 및 적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중국 내의 시장기준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것

을 WTO 회원국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왜곡 시장 배척의 법리가 WTO보조금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치의 유형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사실을 동

의정서가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ision of 10 November 2001, WT/L/432 (23 November 2001), available at
http://www.wto.org/english/thewto_e/acc_e/completeacc_e.htm#chn (2013년 3월 10일 검색), p.9; Garrett E.

Lynam, supra note 54, at 757-759; Appellate Body Report, (“U.S.-Anti-Dumping and CVDs(China)”),

supra note 18, footnote 401 at para.436 참조.

61)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Member States-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WT/D316/AB/R) (1 June 2011) (“EC-Aircraft”), para.706.

62) 제1.1조 (b)항은 ‘이로 인해 경제적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재정적

기여가 부여되는 시점에 반드시 경제적 혜택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U.S.-Lead Bars 사건에서 패널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동 조항은 조사당국의 ‘관련된 조사 기간’ 동

안에 재정적 기여와 경제적 혜택이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판시내용은 Panel Report, United States -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Hot-Rolled Lead and Bismuth Carbon Steel Products Originating in the United Kingdom (WT/DS138/R)

(23 December 1999) (“U.S.-Lead Bars”), para.6.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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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 부문 간 행위의 속성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정부는

비상업적 행위, 즉 공적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이며, 민간부문은 - 비록 일부 공익적인 요소가 포

함되어 있어서 정부의 책임을 수반하는 분야라고 할지라도 - 상업적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에 해

당하는 것으로 인식된다.63)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이 완벽하게 구

분되지 않는다.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를 창출하

기 위하여 정부가 다양한 경제정책 내지 산업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

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사적 경제주체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져 왔던 시

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일면 상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장비교기준 법리는 이와 같이 상업적 속성을 내포한 정부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리

이다. 보조금협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의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는 모두 상

업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동 조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제1.1조에 따라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는 조치의 경우 시장비교기준 법리가 적용되는 상업적 속

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인가? 즉 제1.1조 (a)(1)항 (ii)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감

면 또는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원조치에 대해서는 시장비교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판단

컨대 조세정책은 민간 부문에게 위임될 수 없고 오로지 정부만이 담당할 수 있는 특수한 영역이

라고 할 것인바 비상업적인 행위, 즉 공적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조세시

장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1.1조 (a)(1)항 (ii)호와 관련

하여서는 시장비교기준 법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64)

8) 지배적 시장관행으로부터의 일탈 여부 평가

Rubini의 견해와 같이 시장비교기준 법리는 문제가 된 정부조치가 지배적 시장관행으로부

터 어느 정도 일탈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65) “일탈이란 당해 규범상의 의무를 완전

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66) 일탈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이 되

는 일반원칙과 이에 대한 예외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당

해 시장에 존재하는 일반적 관행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의 조치가 이러한 일반적 관행으로부터

이탈해 있는지 여부, 즉 지배적 시장관행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시장비교기준 법리의 내용이다.67)

63) Luca Rubini, The Definition of Subsidy and State Aid: WTO and EC Law in Comparativ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210.

64) 항소기구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비교기준이 아니라 ‘규범적 비교기준’(normative benchmark)이

적용되며, 나아가 합법적으로 비교 가능한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재정적 대우가 부여되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조세지원조치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시내용은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European Communities (WT/D108/AB/RW) (29 January 2002)

(“U.S.-FSCs(21.5)"), para.91 참조.

65) Luca Rubini, supra note 63, p.206.

66) 최태현, “국가의 긴급한 상황 하에서의 인권보호의무의 일탈(Derogation)”, 한양법학회, 『한양법

학』, 제23권 제1집(2012년 2월), p.478.

67) Luca Rubini, supra note 63,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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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비교기준 법리의 내재적 한계: 관련시장 획정기준의 부재

시장비교기준 법리는 경제적 혜택의 평가 기준을 다름 아닌 시장에서 채택할 것을 상정하

고 있다. 즉 문제가 된 정부조치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시장의 범위를 먼저 획정하고 그

안에서 타당한 기준을 구하여 동 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

다.68)

따라서 시장비교기준 법리의 가장 본질적이면서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관련시장을 획정하

는 것이다. 그런데 제14조는 관련시장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관련시장의 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69) 나아가 현재까지 회

람된 패널 및 항소기구보고서를 참조하더라도 관련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동안 미비하였고,

다만 최근에서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인 관련시장 획정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경제적 혜택의 평가와 관련하여 패널 또는

항소기구의 판시내용 중 상당한 부분은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패널과

항소기구는 관련시장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시장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시장비교기준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의 논리적 비약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WTO에 회부되고 있는

보조금분쟁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면 상계관세조사대상이 되는 정부정책 및 조치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당해 조치가 민간시장에서의 상업적인 거래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

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사안도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

다.70) 이와 같이 해당 정부조치가 시장거래조건에 기초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없다면 경제적 혜택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유무에 대한 판단도

난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당한 시장기준을 구할 수 있는 외연을 제공하여 주는 관련시장의

획정은 경제적 혜택 법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68) Rüdiger Wolfrum, Peter-Tobias Stoll & Michael Koebele, supra note 17, pp.594-595.

69) Id., p.597.

70) 이재민, “WTO보조금협정 상 간접보조금(Indirect Subsidy)의 법적 의미 및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

한 고찰: WTO보조금협정 제1조 1항(a)(1)(iv)에 규정된 정부에 의한 ‘위임 및 지시’의 분석을 중심으

로,” 『서울국제법연구』제12호 제1호(2005), 112면. 최근 한국과 일본 간에 발생한 Japan-DRAMs 사

건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보조금분쟁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고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시장상황

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정부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사건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업체인 Hynix사에 대해 취해진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조치가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재조정 조치의 경우 동 조치의

특수한 성격상 비교 가능한 관련시장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난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경제적

혜택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동 분쟁에서는, 관련시장을 먼저 획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비교기준을 채택하는 통상의 경제적 혜택 평가방법 대신에,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easonableness)이라는 우회적인 평가기준을 상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제적 혜택에 대한 평가가 이

루어졌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Appellate Body Report, Japan-Countervailing Duties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ies from Korea (WT/DS336/AB/R) (28 November 2007)

(“Japan-DRAM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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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시장의 의미

최근 일련의 보조금분쟁에서 패널 및 항소기구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따라 수혜기업이

향유한 ‘경제적 혜택’의 크기를 산정함에 있어서 경쟁법 상 관련시장 획정법리의 일부를 참조하는

듯 한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71) 관련시장의 획정 문제는 경쟁법상 불공정사업자의 시장지

배력 평가 맥락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지는 주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72) 경쟁법과 통

상법은 기본적으로 적용 영역과 규율 대상이 상이한 법 분야라고 할 것인데73) 경쟁법 상 관련시

장 획정법리가 보조금분쟁에서 원용되었다는 것은 패널 또는 항소기구가 경쟁법과 보조금협정상

관련시장의 획정법리 간에 특정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따

라서 경쟁법 상 관련시장 획정법리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은

시장비교기준 법리가 내포하고 있는 관련시장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한 실효적

획정기준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

1. 경쟁법 상 관련시장의 의미

경쟁법 상 관련시장의 획정에 관한 논의는 시장에서 초경쟁적(supra-competitive)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준 시장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

서 출발한다.74) 경쟁법 상 관련시장논의는 당해 시장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는 시장주체를 규율하기 위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조금협정상 시장비교

기준 법리와 유사하다.75)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사적 거래 영

역을 규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국가 간 무역에 대해 적용되는 통상법과는 전혀 상이하며,

독자적인 법 분야에 속한다. 따라서 경쟁법 상 관련시장의 개념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원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관련시장 획정의 의의

경쟁법의 체계 및 구체적 운용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제정 이후에도 각 국의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고유한 규범체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시장이 국내 경쟁법 법

리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본적 요소라는 점은 분명하다.76) 그 이유는 경쟁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71) Panel Report ("Canada-Renewable Energy/Feed-In Tariff"), supra note 3; Appellate Body Report

(“EC-Aircraft” ), supra note 61, footnote 2468 at para.1120; Appellate Body Report (“U.S.-Anti-Dumping
and CVDs(China)” ), supra note 18, footnote 449 at para.482.

72) 이건호, “관련시장획정의 판단기준 - 독일경쟁제한방지법을 중심으로”,『기업법연구』제19권 4호

(2005), 448면; 안덕근,『통신분야 국제통상규범 및 Reference Paper 관련 WTO 분쟁 연구』(정보통신

부, 2004년), 69면.

73) 정영진 이재민, 전게서, 280면.

74) Stephen F. Ross, Principles of Antitrust Law (The Foundation Press, 1993), p.44.

75) Louis Kaplow, “Why (Ever) Define Markets?,” 124 Harvard Law Review 437 (2010), at 465.

76) 엄밀히 말하자면 경쟁법 법리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개념은 시장지배력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

한 표현이다. 그러나 시장지배력이란 “특정 기업이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에서 통상적인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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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목표가 특정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내지 독점력(monopoly pow-

er)의 행사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77)

우리나라의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약칭함)」을 비

롯하여 각국의 독점금지법은 전형적으로 독과점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그 시장지배

력을 유지․확보하거나 이를 남용하는 행위, 기업결합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창출하는 행위,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반경쟁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준이 사

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사당국 내지 법원은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시장 구조적 요소를 중

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78) 그런데 구체적인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설정하여야만 한다.79) 이와 같이 시장점유율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체적 외연을

설정하는 문제를 관련시장 법리라고 하는데 경쟁법 상 주요 법리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80)

경쟁법의 국제적 변천 및 발전 역사는 사실상 미국 경쟁법 역사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보

더라도 과언이 아니다.81) 시장 자본주의의 발달로 일찍이 사인의 자유로운 상거래 및 투자 등에

의한 영리 활동이 장려되었던 미국에서는 시장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19

세기 말부터 경쟁법 규범의 도입을 위한 실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아울러 경쟁법

이론에 관한 학계의 지속적 논의 및 다양한 분쟁 사례에 있어서의 국내법원의 판결은 미국 경쟁

법 법리의 비약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경쟁법 법리는 주요 국가들의 국내 경쟁규

범 제정에 실체적․형식적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82) 특히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상 관

수준 즉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즉 시장지배력은 공급자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 시

장에서 향유하는 경제적 초과이익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할 경우 경쟁법 법리는 궁

극적으로는 시장 개념과 밀접한 상관성을 내포하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 내용은 Massimo

Motta, Competition Policy: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40, 101, 115 참

조.

77)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19호, 2011.12.2 시행)」 제1조는 동 법률

의 목적을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

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

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8) Brown Shoe Co. v. United States, 370 U.S. 294, 343, 82 S.Ct. 1502, 8 L.Ed.2d 510 (1962) ("The

market share which companies may control by merg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probable effects of the combination on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참조.

79) 통상적으로 관련시장이 먼저 획정된 이후에 그 다음으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Massimo Motta, id., p.101; 권오승, 『독점규제법 30년』(법문사, 2011), 231면

각각 참조.

80) Debora J. Pearlstein, supra note 15, p.525; 이호영, 상게서, 14, 96면 각각 참조.

81) 1890년에 제정된 미국 셔먼법(Sherman Act)은 각국의 독점금지법 제정에 비교법적으로 중대한 영

향을 미쳤다. 셔먼법의 정식 명칭은 “위법한 거래제한과 독점으로부터 통상 및 상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An Act to Protect Trade and Commerce against Unlawful Restraints and Monopolies)”이다.

15 U.S.C. 44.

82) 일본의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關す

る法律)」,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Gesetz gegen Wettbewersbeschrankungen: GWB)」 그리고 우리나

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19호, 2011.12.2 시행)」 모두 미국 독점금지법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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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시장 법리는 사실상 미국 독점금지법 상 법리를 상당 부분 계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83)

2) 관련시장의 의미

미국 독점금지법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1890년 미국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셔먼법

(Sherman Act)은 州間 또는 외국과의 교역 및 상거래 시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또

는 기업결합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84) 셔먼법에 기초하여 제정

된 ‘수평적 기업결합지침’은 관련시장의 획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련시장을 각각

‘관련상품시장’(relevant product market) 및 ‘관련지역시장’(relevant geographic market)

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고찰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관련시장의 외연을 획정하는 접근 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 관련상품시장

기본적으로 관련상품시장은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현실적 혹은 잠재적으로 대체가능

한 상품들로 구성된 시장”으로 정의된다.85) 관련상품시장의 획정과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의 ‘수

평적 기업결합지침’은 이른바 ‘작지만 의미있고 비일시적인 가격인상’(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SSNIP)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있다.86) 동 원칙에

따르면, 특정 상품을 잠정적인 관련상품시장으로 획정하고 이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가상의 사업

자를 상정하여 이 사업자가 기타의 판매조건은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예측 가능한 시

간 (통상적으로 1년) 동안 5% (또는 상황에 따라 10%)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였을 경우에 상

당수의 구매자들이 구매량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제품을 구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한 것이 가상의 독점공급자의 이윤을 감소시킨다면 현재의 잠정적인 시장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것이므로 ‘차선의 대체재’(next-best substitute)를 포함시켜야 한다.87) 그리고 ‘가상의

독점사업자’(hypothetical monopolist)가 가격인상을 단행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단계

까지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장 작은 상

품들의 집단을 바로 관련상품시장으로 획정하게 된다.88) 이러한 의미에서 동 이론을 '가상의 독

점사업자' 이론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관련시장의 획정을 위한

분석수단으로서 ‘가상의 독점사업자’ 이론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83)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은 미국 독점금지법 상의 ‘관련시장’ 개념을 ‘일정한 거래분야’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 독점금지법 상의 관련시장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관련시장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1992년 미국의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공

동으로 발간한 수평적 기업결합지침(1992 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호

영, 「독점규제법」 (홍문사, 2010), 1, 15면 참조.

84) 김한종, “미국의 독점규제법의 기본체계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제24권(2007), 51-52면.

85) SmithKline Corp. v. Eli Lilly & Co., 575 F.2d 1056, 1063 (3rd Cir. 1978).

86) 미국의 ‘수평적 기업결합지침’은 관련시장의 범위 획정과 관련하여 SSNIP Test를 적용하여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Debora J. Pearlstein, Antitrust Law Developments (Vol. 1), 5th ed. (American Bar

Association, 2002), p.531.

87) 이호영, 전게서, 16면; Massimo Motta, supra note 76, p.102.

88)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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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지역시장

관련지역시장의 획정은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내지 독점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획정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관련지역시장의 의미와 관련하여 미 대법원은

“관련지역시장은 ‘공급자가 존재하며,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공급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경

쟁의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89) 관련지역시장의 획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학설 및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준은 Elzinga-Hogarty 테스트이다. 동 기준에 따르면 일정

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상품의 대부분이 당해 지역 내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동 지역

내 공급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대부분이 동일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경우 당해 지역이 관련

지역시장이 된다.90)

2. WTO보조금협정 상 관련시장의 의미

최근 회람된 주요 보조금분쟁의 항소기구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항소기구

는 보조금협정 상 시장비교기준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경쟁법 상 관련시장 법리를 일부 원용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쟁법과 보조금협정은 규율하는 대상 및 내용

이 본질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자 공히 공정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쟁법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독과점 기업의 경

쟁제한 효과와 보조금협정이 규율하는 무역왜곡 효과는 해당 상품 내지 서비스 시장에서 발현된

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장을 확인하는 문제는 양자 모두에 있어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협정 맥락에서 관련시장의 획정을 위한 독자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

시점에서 경쟁법 법리를 일부 참조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쟁법과 보조금

협정의 본질적 차이를 감안할 때 종국적으로는 보조금협정 맥락에서 논의되는 관련시장의 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획정기준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현재까지

패널 또는 항소기구가 관련시장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사례는 없으나, 판시내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유추 가능한 관련시장의 의미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장경쟁적 지위에 대한 변동초래 시장

관련시장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은 수혜자의 경쟁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될 수

있는 시장이어야만 한다. 수혜자의 경쟁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이라면 여기서 채택

된 비교기준은 수혜자가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준거로서 작

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혜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지

89) Debora J. Pearlstein, supra note 86, pp.577-578 (quoting United States v. Philadelphia Nat'l Bank, 374

U.S. 321, 359, 83 S.Ct. 1715, 10 L.Ed.2d 915 (1963))(“The Supreme Court described the relevant

geographic market as the area of effective competition...in which the seller operates, and to which the

purchaser can practicably turn for supplies.”).

90) 이호영, 전게서, 101-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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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제공하였는가와 관계없이 수혜자는 여타의 경쟁 기업들과 비교하여 당해 시장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EC-Aircraft 사건에서 EU가 개진한 입장을 통해

서도 확인된다. 동 사건에서 EU는 국가 간 통상환경을 교란시키는 보조금과 경제 및 산업 활성

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은 엄격하게 구별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91)

EU는 후자와 같은 공익적 성격의 보조금은 수혜기업의 경쟁적 지위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이며, 나아가 이 점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연구개

발 또는 지역발전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교

섭국 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92)을 고려하더라도 지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93) 패널은

EU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조금협정 맥락에서 규율되는 보조금은 수혜기업의 경쟁적 지위를 변경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역을 왜곡시키거나 그러한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조금이라고 판시

하였다.94) 패널의 이러한 입장은 이 보다 앞선 사건인 U.S.-Upland Cotton 사건에서도 확인

된 바 있다. 동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상이한 두개의 상품이 하나의 관련시장 내에 존재하기 위해

서는 양자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 관계’(actual or potential competition)에 있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95)

2) 본질적 거래조건 상 동일시장

한편 관련시장은 정부와 수혜자 간에 발생한 거래와 동일한 본질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어야만 한다. 이는 당해 거래를 특정할 수 있는 본질적 거래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만

이 관련시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조건이란 거래의 대상, 형태 및 내용에 관한 거래 당

사자 간 합의를 의미한다.96) 따라서 정부-수혜자 간 당해 거래의 특징을 나타내는 본질적인 속

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시장은 관련시장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EC-Aircraft 사건에서 문제

가 되었던 EU의 에어버스사에 대한 ‘사업개시 금융지원’(Launch Aids)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

은 동 조치는 다음의 네 가지 본질적 거래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될 수 있다고 판

단하였는데 바로 (a) 동 금융이 무담보로 제공된다는 점, (b) 당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조건으

로 하여 수혜기업의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c) 사업개시 초기 판매 실패 시 반환 금액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수혜자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는 점,97) 그리고 (d) 유사한 정도의

91)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Member States-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WT/D316/R) (30 June 2010) (“EC-Aircraft” ), footnote 3833 at para.7.1018.

92) GATT, Negotiating Group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Note by the Secretariat, Checklist
of Issues for Negotiations, MTN.GNG/NG10/W/9/Rev.1 (22 October 1987). pp.9-10; GATT, Negotiating

Group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Note by the Secretariat, Checklist of Issues for
Negotiations, MTN.GNG/NG10/W/9/Rev.2 (2 December 1987). pp.10-11.

93) Panel Report (“EC-Aircraft” ), supra note 91.

94) Panel Report (“EC-Aircraft” ), id., footnote 3872 at para.7.1041.

95)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Subsidies on Upland Cotton (WT/DS267/AB/R) (31 March 2005)

(“U.S.-Upland Cotton”), para.408.

96) Appellate Body Report ("EC-Aircraft"), supra note 61, para.1123.

97)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융지원 방식을 back-loading, 즉 후기 이행방식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사업

초기의 성공에 대하여 더욱 많은 금액의 반환의무를 조건화시키는 방식을 front-loading, 즉 전기 이

행방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전기 이행방식이 후기 이행방식보다 대출 기업에 대하여 재정의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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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부여되는 시장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98) 따라서 동 조치의 경우 관련시장은 최소 상기의 내용들을 본질적 거래조건으로 하는 대출

시장으로 한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상품별 그리고 지역별 특정 시장

U.S.-Upland Cotton 사건에서 패널은 사전적 의미에 기초하여 시장을 “소비재 또는 서

비스의 수요가 존재하는 지리적 영역,”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활동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활동 영역”라고 정의하고99) 시장의 범위는, 당해 상품이 어

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와 어떠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성격인지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100) 이는 시장은 반드시 상품과 지역에 의해서 특정되어야만 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련시장은 이를 구성하는 관련상품시장과 관련지역시장

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쟁법 상 관련시장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U.S.-Anti-Dumping and CVDs(China) 사건 항소기구는 경쟁법 법리를 WTO보조금협정 맥

락에서 원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101) 이후 EC-Aircraft 사건 항

소기구는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102)

특히 관련지역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특정 지역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당해 지역 내에서의 지배적 경쟁조건들 상호간에 어느 정도 이상의 ‘동질성’(homogeneity)

이 존재함이 확인되어야만 한다.103) 이는 특정 상품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경쟁조건들이 적용되

는 지역들을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관련지

역시장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특정국가의 국내시장만을 관련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시장을 관련시장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

한 고찰을 의미한다. 경쟁법 하에서는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관련지역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104) 이에 대해 상기 U.S.-Upland Cotton 사건에서 패널과 항소기구는 공히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도 관련시장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제시한 바 있

다.105) 본래 동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제적 혜택 평가에 있어서의 관련시장 획정문제가 아니라,

98) Panel Report (“EC-Aircraft”), supra note 91, para.7.501; Appellate Body Report ("EC-Aircraft"), supra
note 61, footnote 1783, at para.779.

99) Panel Report, United States- Subsidies on Upland Cotton (WT/DS267/R) (8 September 2004)

("U.S.-Upland Cotton"), para.7.1236.

100) Id., para.7.1237.

101) Appellate Body Report (“U.S.-Anti-Dumping and CVDs(China)"), supra note 18, footnote 449 at

para.482.

102) Appellate Body Report ("EC-Aircraft"), supra note 61, footnote 2467 and 2468 at para.1120.

103) Panel Report ("U.S.-Upland Cotton"), supra note 99, footnote 1357 at para.7.1240.

104) 미국 또는 유럽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세계시장을 지리적인 관련시장으로 채택하여 특정 사업

자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한 경우가 존재하나, 이는 당해 분쟁에서 문제가 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운송비용 또는 접근비용이 실질적으로 매우 낮고 판매대상이 사실상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경쟁법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는 관련시장을 국내시장으

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손창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관련시장 획정,” 『원광

법학』제27권 1호(2011), 233-234면 참조.

105) Panel Report ("U.S.-Upland Cotton"), supra note 99, paras.7.1237-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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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보조금협정 제6.3조 (c)항과 관련하여, 보조금교부 상품과 타 회원국의 동종상품이 동일시

장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106) 동 조항은 조치가능보조금의 주요

요건인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의 존부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다.107) 패널은, 동 조

항이 동일시장의 지리적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도 심각한 손상 판단 시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세계시장이 관련시장으로

참조될 수 있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제시하였다. 관련시장의 지리적 범위 획정과 관련한 내용은

DDA 규범협상에서도 일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의장초안 보조금협정 개

정안 제14.2조의 주해46은 경제적 혜택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효과가 중대하여 당해 상

품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었거나 상업적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비교기준으로 세계시장가격이 참조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세계시장을

관련시장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108)

4) 조치유형 및 거래조건별 단일시장

경쟁법 상 관련시장 법리 하에서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기 위해 복수의 관

련시장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109) 나아가 관련시장 이외의 보다 효과적 방법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도 없다. 미국의 ‘수평적 기업결합’ 지침 제4조도 조사당국이 반드

시 관련시장 법리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10) 그러나 WTO보조금협

정 맥락에서 관련시장의 획정은 필수적이며 이 때 참조가능한 시장은 오로지 하나의 시장이어야

만 한다. 만약 복수의 관련시장이 존재한다면 이론적으로 각 시장별로 여러 개의 시장기준이 채

택될 수 있으며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 혜택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Ⅳ. 관련시장의 획정

현행 WTO보조금협정 내에 관련시장의 획정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패널과 항소기구

역시 명시적 기준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바 없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관련시장의 의미에 기초하

여 다음과 같은 고려요소들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106) Id., para.7.1237; Appellate Body Report ("U.S.-Upland Cotton"), supra note 95, para.407.

107) WTO보조금협정 제6.3조 (c)항은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보조금의 효

과가 동일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상품 가격과 비교하여 보조금교부 상품에 의한 현저한 가격

인하, 또는 동일시장에서 현저한 가격인상억제,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것일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08) WTO, Negotiating Group on Rules, New 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e AD and SCM
Agreements, supra note 46, pp.55-56.

109) 대표적인 사례로서,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하위 시장인 원자재, 부품 또는 반제품 시장 등도 관련시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2002두8626 (2007. 11. 22. 선고) 참조.

110) U.S. Dep't of Justice & Fed. Trade Comm'n,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issued 19 August 2010),

p.7, available at http://www.justice.gov/atr/public/guidelines/hmg-2010.html (2013년 3월 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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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시행주체 측면 고려요소

1) 조치시행주체의 법적 성격

관련시장은 조치를 시행한 주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그 대상 범위가

한정된다. WTO보조금협정 제1.1조 (a)항은 재정적 기여의 제공 주체로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

(public body)을 규정하고 있다.111) 여기서 정부란 각 정부부처 또는 산하부서 등 협의의 정부

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조치시행주체의 기본적인 법적 성격은 당해 정부 부처의 명칭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가령 문제가 된 조치를 시행한 정부 부처가 지식경제부(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라고 한다면, 동 조치는 수출, 투자, 에너지, 기술개발 또는 산업발전 등

과 관련된 조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치시행주체의 법적 성격은 당해 정부 부처의 설립목적, 조직도 및 관련 법령 등을

참조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된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법적 성격은 일차적으로는 관할 주무 부처

의 법적 성격에 의존한다. 즉 당해 공공기관이 어느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

준이 되는 것이다. 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 패널은 공공기관은 정부 또는 여타 공공

기관에 의하여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12) 이와 같이 정부

의 실질적 통제 하에서 취해진 조치는 사실상 당해 정부 당국이 직접 시행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113) 한편 U.S.-Anti-Dumping and CVDs(China) 사건 패널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에

의한 실질적 통제 유무는 당해 기관의 지배구조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해당 기관의 전체 지분 중 과반수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동 기관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114)

한편 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에서 공공정책목표(public policy objective)가

공공기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EU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패널은 공공정

책목표가 공공기관 여부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EU의 주장을 기각

하였다.115) 동 사안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Korea)의 민간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조치가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

는데 패널의 견해에 따를 경우, 이러한 조치가 공공정책목표 하에서 시행되었다고 하여 동 은행

이 반드시 공공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패널은 상업적 속성을 내포하

고 있는 모든 정부조치를 보조금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로서 동일한 시행주체가 자금

지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 통상의 시장조건을 반영한 상업적 속성의 융자를 제공하는 경우에

111) 제1.1조 (a)항은 협의의 ‘정부’와 ‘공공기관’을 통칭하여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112) Panel Report, Korea-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WT/DS273/R) (11 April 2005)

(“Korea-Commercial Vessels” ), para.7.50.

113) Id.
114) Panel Report, United States-Defini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WT/DS379/R) (22 October 2010) (“U.S.-Anti-Dumping and CVDs(China)"),

paras.8.135-8.136.

115) Panel Report (“Korea-Commercial Vessels"), supra note 11, para.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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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간기관으로 평가되고, 무상대출(grant)과 같이 비상업적 속성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공공기관으로 평가된다면, 공공기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경제적 혜택의 존재에 의존하게 되

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116)

당해 조치가 상업적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혜택과 관련한 문제

이다. 공공기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조금협정 제1.1조상의 재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한 문제로

서 경제적 혜택 평가와는 상이한 문제이다.117) 즉 조치시행주체의 법적 성격이 공공기관으로 규

명되고, 이러한 조치가 제1.1조 (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적 기여의 유형에 해당된다는 것

이 확인되고 나면 비로소 수혜자가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였는지 여부가 평가되는 것이다. 기본적

으로 정부조치는 사안에 따라서 상업적 그리고 비상업적 속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상업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부조치에 대해서만 제14조의 시장비교기준 법리가 적

용되는 것이다.

2) 조치시행주체의 의도

정부조치의 기본적인 취지 또는 목표에 대한 고려는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위한 비교기준

의 채택을 위한 적절한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유용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WTO보

조금분쟁에서 문제되고 있는 정부조치의 상당수는 경제발전 또는 산업발전과 같은 중장기적 정

부정책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지원조치의 외형을 띄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가 대외

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정부조치의 기본취지가 언제나 공공의 정책적 목표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보건, 환경 또는 기간시설과 같은 공공재와 관련한 정부조치의

경우 공공정책목표의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상업적 속성을 내포한 시장개입조치들은

민간부문과의 명확한 구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다.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혜택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시장기준과 같은 객관적

지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당해 조치를 시행하게 된 실질적 취지 내지 목

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관련시장의 범위를 보다 실효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118) 물론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정부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여야만 한다. 정부의 주관적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진위가 검증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주관적 의도를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요

소로서 고려할 경우 관련시장의 객관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특히 보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

기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만 하는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시장의 획정

및 비교기준의 채택 모두에 있어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당해 정부조치가 표방하고 있는 목적은 다양한 경로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경제 또는

산업 관련 정책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무 부처가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특정 정책의

116) Id., para.7.44.

117) Id., para.7.44.

118) Panel Report, Japan-Countervailing Duties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ies from Korea
(WT/DS336/R) (13 July 2007) (“Japan-DRAMs"), para.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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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예고하게 된다.119) 이러한 보도자료는 당해 정책의 시행 목적 및 취지,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울러 특정 조치가 정부의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

었을 경우, 동 계획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조치의 시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U.S.-Anti-Dumping and CVDs(China) 사건에서는 중국의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와

내용이 검토된 바 있다.120) 중국 정부는 특정 국내기업에 대하여 특례대출을 지원하고, 상품을

염가로 제공하였으며 토지사용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121) 패널은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이 2006년 이후로 추진하여 온 제11차 5개년 계

획의 시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122)

한편 조치시행 당시의 시장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정부가 당해 조치를 시행한 기본적인 취지

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도 있다. 내수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 또는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면,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

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같이 당해 조치 또는 정책의 시행과 관련한 시

장상황을 조망함으로써 동 조치의 시행취지에 대한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2. 조치 측면 고려요소

1) 수혜대상

수혜대상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은 수혜자가 향유하게 된 경제적 혜택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구체적 대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혜대상은 거래대상과 구별된다. WTO보

조금협정 제1조에 따르면, 수혜자의 입장에서 거래대상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자금, 채무면제,

또는 상품 및 서비스가 된다. 반면 정부의 입장에서 거래대상은 금전적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 수혜자가 지급하는 이자 또는 상품 내지 서비스 구입가격 등이 된다. 이와 달리 수혜대상은,

수혜자가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아 궁극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상품으로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수혜대상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기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는 어떤 용

도로 사용되도록 의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관련시장은 동일

한 수혜대상을 상정하고 있는 시장이어야만 한다. 가령 우리나라 삼성전자 및 LG전자가 생산하

는 냉장고에 대하여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긍정 판정을 내린 최근 상계관세조사사건에서 보조금

119) 가령 우리나라 지식경제부가 배포한 2012년 5월 10일자 보도자료 (“금년중 100MW규모의 태양광

설비 추가 건설(solar korea) 등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를 보면 동 조치가 직접적이고

업계 친화적인 태양광 에너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는 점과 단기 태양광 수요 견인을

위한 국내외 시장 창출 지원 및 R&D, 금융 지원 지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지식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ke.go.kr/news/coverage/bodoView.jsp?seq=74467&pageNo=2&srchType=1&srchWord=&pCtx=1

(2013년 3월 10일 검색)) 게시 보도자료 참조.

120) Panel Report (“U.S.-Anti-Dumping and CVDs(China)"), supra note 114, paras.9.54-9.55.

121) Id., paras.2.1-2.18.

122) Id., para.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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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혜대상은 다름 아닌 두 피조사기업이 양산하는 ‘하단냉동고형냉장고’였다.123) 따라서 일차

적으로 관련시장은 하단냉동고형냉장고 판매시장으로 범위가 한정되어야만 한다. 만약, 수혜대상

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124) 또는 국

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등에서

당해 상품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를 참조할 수 있다. 아울러 상품의 구체적 ‘공정 및 생산 방

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이하 PPM))도 고려될 수 있다. 대부분의 상품은 다양

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PPM은 상품이 생산되고 원자재, 특히

천연자원이 채집되는 일련의 과정 내지 방식을 의미하다.125) PPM은 특정한 상품을 여타 유사

상품으로부터 구별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126) 이러한 수혜대상은 반드시 특정 상품에 국

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특정 분야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면 이러한

연구 및 개발이 수혜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U.S.-Aircraft 사건에서는 미국 최대 민

간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가 NASA 및 DOD와 ‘공동연구개발’(Joint Research &

Development Venture)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이 특정 기업에 대한 시혜적 재정지원,

즉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였다.127)

그러나 수혜대상이 언제나 특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해 정부에 의한 금전적 지원이

특정 상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용도로 기업에 제공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가령 기업이 수출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금

융기관으로부터 연간 ‘여신한도’(credit line)를 부여받아 동 한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

면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을 위해서 제공된 자금 지원이 아

니므로 특정한 수혜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128)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러한 금융지원을

제공받기 위해서 제출한 신청서 및 금융기관의 승인서의 내용, 실제 자금사용 내역 그리고 주력

생산 또는 판매 상품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수혜대상을 특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수혜기준 또는 절차

당해 프로그램의 수혜자 심사과정이 어떠한 기준 내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하

는 것은 관련시장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동일한 내용을 지닌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123) USDOC, Bottom Mount Combination Refrigerator-Freez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77 Fed. Reg. 17,410 (26 March 2012) 참조.

124)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

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따라서 작성한 한국표준산

업분류를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다. 현재 1965년에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2008년에 수정된 9차 표준

산업분류가 현재 활용되고 있다.

125) UNEP, Environment and Trade: A Handbook, 2nd ed. (IISD, 2005), p.53.

126) Sandeep K. Tetarwal and Pradeep S. Mehta,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PPM) Related

Environmental Standard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7 Briefing Paper 1 (CUT Centre for

International Trade, Economics and Environment, 2000), p.1.

127) Panel Report,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Second Complaint)
(WT/DS353/R) (31 March 2011) (“U.S.-Aircraft”), paras.7.940, 7.1115-7.1116.

128) 미국 상무부 냉장고 상계조사 조사 사건에서 보조금으로 판정된 우리나라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의 단기 수출금융 제도가 바로 이러한 성격의 제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USDOC,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supra note 123, 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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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기업에 대하여 자유로운 참여가 허용된 프로그램과 엄격한 요건 하에서 특정 수혜

기업에게만 참여가 제한되는 프로그램은 구별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관련 법령 또는 자금 공여기

관의 내규 또는 내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수혜자에 대하여 자동적

으로 재정적 기여가 제공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실질심사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 사항은 보조금협정 상의 특정성 문제와 연관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와 달

리,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는 수혜기준 내지 절차 그 자체를 분석하기 위함이 아니며, 유사한

기준 내지 절차에 의해서 자금공여가 이루어지는 시장거래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혜

기준 내지 절차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자금 공여기관은 수혜자를 선정하

기 위한 심사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최종 선정여부에 대한 결과만을 자금신청 기업에게 통보하

게 되는데, 구체적 심사기준 내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내규 또는 내부지침은 보통 외부에 비공

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사기준의 엄격성 및 심사빈도의 정례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수혜기준 또는 절차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수혜내용

재정적 기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는 당해 거래의 유형 및 특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중요하다.129) 수혜내용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재정지원의 내용, 규모 및 기간이다.

먼저 재정지원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단지 당해 정부조치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적

기여 가운데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적 기여가 제공되고 이를 수혜자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즉 해당 프로그램의 구체적 운

용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가령 상계관세 조사대상 기업이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포괄수출

금융 제도에 참여하여, 자신의 과거 수출실적에 기초하여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한도를 부

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금의 차입 및 상환을 자유롭게 반복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동

제도를 이용하였다면, 이 경우 금융기관이 제공한 재정적 기여의 내용은 이러한 포괄수출금융 제

도의 특수한 운용방식을 고려함으로써 확인되어야만 한다.130)

다음으로 수혜내용 중 하나로서 재정지원의 규모가 검토되어야만 한다. 지원 규모가 상이한

조치를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혜택을 평가한다면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될 개연

성이 크다. 가령 연간 수백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A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에

따른 장래의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단기 수출보험제도를 활용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반면에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수출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B기업은 연간 수출량이 수백 달러에 불과하다. 이 때 A기업과 B기업이 각각 이러한 제도

129) Luca Rubini, supra note 63, footnote 53 at p.205.

13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금융기관들이 운용하고 있는 수출금융지원제도는 일반적으로 수출금

융수출계약별 (또는 수출거래별)로 새로이 수혜 적격성심사를 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과 과

거 수출실적에 따라서 여신한도를 책정한 후에 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특히 후자의 방식을 포괄금융지원방식이라고 하는데 당해 기업에 대하여 부여

되는 여신한도는 통상적으로 직전년도 혹은 과거 6개월 (혹은 180일) 동안의 수출실적에 기초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자금대출기간이 최대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수출입은

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러한 방식의 수출금융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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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함으로써 향유하고 있는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기 위해서 참조되어야만 하는 관련시장은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만약 A기업에 대한 관련시장으로서 B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수준의 보

험상품 거래시장이 책정된다면, A기업이 향유한 경제적 혜택은 실제보다 매우 크거나 혹은 낮게

평가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A기업과 같이 수출물량이 많은 기업이

라면 B기업보다 자금 유동성의 진폭이 상당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거래로부터 발생

하는 잠재적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출대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당해 수출보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향유한 경제적 혜택이

매우 낮게 평가될 것이나 만약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는 A기업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은 B기업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므로 높은 수준

의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재정적 기여가 제공되는 기간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 이는 당해 보조금

이 ‘반복적 보조금’(recurring subsidy)인지 혹은 ‘비반복적 보조금’(non-recurring subsidy)

인지의 문제이다. ‘미국 상무부규정’(Regulation of U.S. Department of Commerce) 제

351.524조는 특정 기간에 대한 경제적 혜택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 반

복적 보조금과 비반복적 보조금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131) ‘반복적 보조금’이란 재정적 기여가

제공된 당해 연도 내에만 수혜자가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게 되는 특성을 지닌 보조금을 의미한

다. 이 경우 동 보조금에 따른 시혜적 효과는 보조금이 지급된 당해 연도 내에 모두 소진되기 때

문에 수혜자가 그 다음 연도에도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재차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은 유형의 보조금을 반복적 보조

금이라고 부른다. 반면, ‘비반복적 보조금’은 수혜자가 수개 연도에 걸쳐서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

게 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경제적 혜택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혜자

에 대하여 재차 보조금이 지급되어질 필요가 없다. DDA협상 제2차 의장초안 내에 포함된 보조

금협정 개정안 제14.3조는 미국 상무부규정 제351.524조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4.3조는 경제적 혜택의 효과가 보조금이 지급된 당해 연도 내에 모두 소비(expense)되

는 것인지 혹은 수개 연도에 걸쳐서 배분(allocation)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반복적 보

조금’을 ‘소비적 보조금’(expensed subsidy), 그리고 ‘비반복적 보조금’을 ‘배분적 보조금’(allo-

cated subsidy)이라는 용어로 각각 대체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132)

4) 수혜조건

정부와 수혜자 간 거래의 본질을 구성하는 구체적 거래조건에 대한 검토는 관련시장 획정

에 있어서 매우 긴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적 경제주체 간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합의는 당해 거래

조건이 양 당사자에 대하여 얼마나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131) 미국 상무부규정은 미국 연방 문서관리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이 발

간한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제19부 (Title 19)의 Customss Duties 항목 중

Part 351에 포함되어 있다.

132) WTO, Negotiating Group on Rules, New 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e AD and SCM
Agreements, supra note 46,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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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즉 거래조건에 대한 상업적 판단을 통해서 당해 거래관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거래조건은 당해 거래내용의 본질을 구성하고 양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수혜조건

이란 수혜자의 입장에서 조망한 거래조건을 의미한다.

수혜조건과 관련하여, 특히 당해 조건이 수혜자에 대하여 얼마나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거래조건의 배분 형태에 대한 고찰을 의미하다.

정부와 수혜기업 모두 급부 또는 반대급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급부 또는

반대급부의 크기가 서로 상이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거래조건은 반드시 상호 대칭적일

필요가 없다. U.S.-Aircraft 사건에서 항소기구가 판시한 바와 같이 거래 당사자 간에 균등한

수익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래도 존재할 수 있다.133) 항소기구는 양 당사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익을 제공받고 있다면 거래조건이 비대칭적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는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비용과 수익의 배분방식은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교섭력을 지니

고 있고 거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134)

3. 수혜자 측면 고려요소

1) 수혜기업의 규모 및 조직

수혜기업의 규모는 당해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물적 또는 인적 자원의 크기를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시장에는 유형 또는 무형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의 규모이

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거래의 수준은 그 규모에 있어서 상이한 것이 일반

적이다.135)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생산량이 많고 높은 자금 유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거래 또한 이러한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높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호 간에 발생하는 거래도 예외는 아니다. 본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

는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로부터 획득 가능한 잠재적 이익에 대한 상업적 판단을

하게 되는 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참여하였다면 당해 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

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참여 시장 거래의 내용과 조

건이 상이하다면 경제적 혜택 평가를 위해 획정되어야만 하는 관련시장의 범위도 이러한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수혜기업의 조직구성 현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당해 기업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관련시장의 획정을 위해 수혜기업

133)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Second
Complaint) (WT/DS353/AB/R) (23 March 2012) (“U.S.-Aircraft”), paras.641-646.

134) Appellate Body Report (“U.S.-Aircraft"), id.
135) 우리나라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

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대기업은 이러한 규모를 상회하는 기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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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조금을 통해서 실제로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기

업의 계열사 상호간 지분 교차소유(cross-ownership)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미국

상무부에 의한 삼성 및 LG 냉장고 상계관세 조사에서도 논의되었다.136) 동 문제는 대기업의 특

정 계열사가 지급받은 보조금의 효과는 사실상 동 기업과 교차소유관계에 있는 여타 기업들의

생산품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평가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137) 따라서 당해 수혜기업과 관련하여 교차소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시장은 관련 계열사들의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그 범위가 획정되어야만

한다. 만약, 오로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직접적인 수혜기업의 상품시장만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한

다면 동 기업의 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영역이 제외되므로 당해 사안에 가장 적합한 ‘지

배적 시장관행’은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다.

2) 수혜의도

수혜기업이 어떠한 목적 하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살피는 것은 조치시행주체의 의

도를 고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여타 요소들을 고려

하여 획정된 관련시장의 외연은 수혜의도를 참조함으로써 그 범위가 좁아질 수도 혹은 넓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장기준을 구하기 위하여 상정하는 관련시장을 획정함

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도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참조할 경우 관련시장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관련시장의 획정은 당초 명확한 외연이 존

재하지 않는 시장에서 출발하여 당해 사안과 가장 부합하는 가상의 경계를 정하는 작업이다.138)

나아가 정부의도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수혜의도에 대한 판단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

하여 수혜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문서,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사업 계획, 문제가 된

당해 상품의 시장성과 사업성, 또는 경쟁 기업 또는 상품 동향 등 제반 시장상황을 참조하여 객

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관념적 사고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내지 상황에 기초하여 수혜의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관련시장 획정의 목적은 정확한 비교

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외연을 가진 기준영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영역은 당해 조치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입체적으로 고찰할 때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수혜의도에 대한 고려가 수반될 경우 보다 사안에 부합하는 적절한 관련시장의 획

정이 가능해 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136) USDOC,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supra note 123, 17,413.

137) 미국 상무부규정 19 CFR 351.525(b)(6)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은 이를 지급받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귀속되지만, 예외적으로 교차소유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들 기업이 생산

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귀속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교차소유는

둘 이상의 복수의 기업들 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은 자신의 소유자산을 이

용하는 방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여타 기업들의 자산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138) Louis Kaplow, supra note 75, at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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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보조금은 시장의 외연 내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시장기반적인 속성을 내포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의 구성요소 가운데 경제적 혜택의 평가와 관련하여 규정하

고 있는 제14조는 관련시장 개념 및 획정기준의 부재라는 입법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회원국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조치의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려되는 시장비교기준 법

리의 실효적 적용을 저해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관련시장의 획정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원국 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서

관련시장 문제의 검토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의를 이끌어내고 다음으로 모든 유형의 시장

내지 거래행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념적으로 관련시장 문제는 시장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경제학과 법학을 유기

적으로 고찰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경쟁법 상 관련시장 법

리를 참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쟁법은 특정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성과 시장왜곡 간에는 접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WTO보조

금협정과 경쟁법은 본질적으로 기본취지 및 적용대상이 상이한 법 분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

상법적 맥락에서의 관련시장 문제와 관련한 독자적 법리 연구가 불가피하다. 관련시장은 조사당

국이 타당한 시장기준을 구하기 위한 범위를 한정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추상적 의미의 가

상의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시장기준의 채택을 위해 충분히 한정된 외연을 지니고 있

어야만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조금 여부가 문제되는 정부의 특정 시장개입조치는 조치시행주

체인 정부, 수혜민간기업, 그리고 금전적 매개물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해서 해당 조치의 구체적 특성 및 내용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조치를 검토

한 다음 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수

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차제에 필자의 이러한 제언이 학계에서 관련시장 문제에 대한 심

층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로 작용하여 현행 보조금규범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법리발전의 단

초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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