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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채 목

요 약

국제규볍의 변화(DR， 정부조달협정)가 원자력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용방안 연구

n. 연구의 목적 및 중요생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라운드(DR: Uruguay Round) 및 정부조달

협정의 확장협상이 타결팍였다. 이러한 국제규범의 변화는 원자력 산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라나라가 정부조달협정

에 가압함에 따라 1997년 1월 1일부터 한국전력(주)의 조달시장이 개방

되게 되어 그동안 정부의 보호 속에 자라온 국내 원자력 산업의 침체

가 예상되며 그통안의 원자력 기술자립이 물거품이 될 가농성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국체규범의 변화가 원자력체에 며칠 영향

올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와 장단기 대웅방안올 강구하

는 것이다. 또한 부수적요로 국제규범의 변화와 아들의 파급효파에 대

해서 원자력계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언 차원의 목작

도 치니고 었다.

ill. 연구 꽤용 몇 범위

본 연구는 국제 무역규범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DR 및 정부조달협청， 그랴고 UR 이후 대두휠 것으로 천망

되는 환경라운드(GR: Green Round), 기술라운드πR: Technology Round),

노동라올드(BR: Blue Round), 경쟁라운드(CR: Compe텀tion R，αmd) 둥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원자력 연구개활과 원자력 산업계 전반에 걸쳐 국

채규법의 변화가 며칠 영향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였고， 조달주

체인 전력회사와 공급주체인 원자력 산업계 촉변에서의 장단기 대옹방

안올 제시하였다.

w. 연구컬과 빛 활용에 대한 건의

국채규범의 변화가 원자력 연구개발에 마칠 영향은 그다져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굽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버스도 아칙 개방되지 않았다. 그

러나 국가 과학기술 정책올 국체규범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환 대책은 마련되어야 할 껏이다.

원자력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정부조닿협청에 가압하여 한국전력(주)

의 원전 조달시장어 외국업체에게 개방됨에 따라 큰 영향올 받올 것오

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중공업(주)가 수행하고 있논 기자재 채작 분야

에 있어서 외국업체의 서장 참석으로 수주물량 감소와 계약금책 하락

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감소도

예상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원차로 계통설계도 현채

와 같이 기자재 체작과 함께 계약되는 경우 외국업체에제 시장올 잠식

당할 우려가 많다. 민간 대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천 건설시공 분

야는 개방이 되었으나 경쟁력올 갖추고 있어 큰 문책가 없올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분야는 재방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장은 큰 푼체가 없올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개방태상이 될 가능성아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적으로 볼 때 한국전력(주) 조달시장 개방으로 언한 원자력 시

장 채방은 원자력 기술자립올 지연시킬 수 있옳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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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콘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장71적안 대

책이 필수적이다.

국제규범의 변화에 대한 원자력계 대옹방안은 창단기적 관점에서

각각 찰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원자력 산업계는 기술개발 빛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국채경쟁력올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내 시장개방에 효

과적요로 대웅하고， 해외 수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전 수주

능력올 갖추고 연구와 사업올 동사에 수행하는 새로운 조직올 설립하

여 운영하는 컷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 정부조달협정의 체한입찰 가능 조항올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소유기술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확보하고 활용하여 개방대상올

축소함으로써 원자력 산업계가 경쟁력윷 갖출 수 있는 시간윷 확보하

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 계통설계와 기자재 공급의 분리 계약올 추진

하고， 원자력산업의 국제화를 통해 시장채방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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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 Title

A Study on the Impact of New International Rules of the Game(UR,

the Agreement on Gov밟lIDent Procurement) and on the Count앉measures

for the Korean Nuclear Industry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December 15 of 1993 was a turning point for the rules of the game in

internatiαJ.a1 trade, with the conclusions of Uruguay Round(UR) and the

expansion negotiation fcπ the Agreem많1t on Government Procurement

(AGP). 맘1e changes in the rules of the game, due to the conclusions, are

expected to give great impact to the Kor，엉n nuclear industry. Since Korea

has acceded to the AGP, thε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as of January 1, 1997, should treat foreign companies in the same

manner as domestic companies and guarantee market access to its

procurement market, a move which could cause the Korean nuclear

industry to fall into deep depression and deem accumulated efforts fcπ

technology self-reliance fruitless.

맘1e p따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such changes in

the rules of the game on the Korean nuclear industry and to propose

possible count하measures for short-term and long-term perspectives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also has an educational p따pose in helping

people working in the nuclear field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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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rules of thε game.

ill. Scopes and Contents

안ris study looks through the history and contents of the GAIT system,

the DR, the AGP, and the post-DR movem얹It， providing some insi화It into

the coo얹It tr얹ld in the rules of the game. Also this study analyzεs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the ru1않 of the game on the Korean nuclear

industry in q뻐itative 없ms， and Iπoposes p않sible 양lort-tenn 없ld long-tenn

c01mt앉m않sures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p많S야ctives of both the utility

and nuclear industries.

IV.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πle Korean nuclear R&D area is expected to rlεceive little impact from

the changes in the rules of the game as of yet. ’The nuclear R&D fund

provided to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1) from the

government is not subject to the DR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않vailing Measures, and the R&D market in natural science is

exempted from liberaliz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current trends to include national sciεnce and technology p이icies into the

rules of the game.

πIe Korean nuclear indusσy is expected to receive significant impact as

KEPCO liberalizes its procurement market to foreign companies. Especially,

in nuclear component manufacturing, the Korea Heavy Industry Corporation

(KHI디， due to foreign companies' inroads to the market, is expe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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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er from less market share and less profit. πlis will lead to less

investment i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depressio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Nuclear steam supply systemO'얘SS) design being carried out

by KAERI is no exception without change in the current contracting

system in which KAERI is a subcontractor to KHIC. πle nuclear powεr

plant(NPP) construction market is also to be liberalized, which th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re expected to maintain full competitiv하lesS to

fcπeign companies. Other areas such as AlE, nuclear fu러 design 없d

manufacturing, and other nuclear services are exempted from liberalization.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for pressures to liberalize the

market in these areas.

This whole picture implies the delay or decease of our technology

self-reliance plan and the necessity of countermeasures in the national

perspective. 암Ie count많measures can be considered in both short-t많m 때d

long-term perspectives. In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nuclear industry

should sε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agemεnt revolution. Furthermore, establishment of a new

organization is required which can play the role of main contractor. πle

organization should incorpora않 both business and R&D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liberalization of the domestic market and to efficiently

promote nuclear exports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e short-term perspective, there is a requirement to reduce the scope

of the market to be liberalized and thereby give more time to the nuclear

industry to improve its competitiveness by taking advantage of articles of

the AGP which p앉mit some exceptions such as limited tendering. Als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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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of the NSSS design contract from 암1ε component supply

contract can be considered so that the NSSS design could remain safe.

Int얹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nuclear industry is also requi뾰d for

positive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of the nuclea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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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채 1 절 연구와 배정

세계는 현재 동구권의 개방 및 구소련의 해체로 동서냉전체제가 무

너지고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 한 국가의 국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패

권주의 시대로 첩어들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구소련올 중심으로 하던

양극화 체채가 이제는 유렵연합(EU: Euro홈an Union), 일본， 중국 풍이

더해진 다극화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유럽， 미주， 아시아 둥지에서

지역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1)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

은 한국의 구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 일본의 부상， 북한 핵문제 퉁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여고 민감환 시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우리나라

를 둘러싼 미국， 중국， 랴샤아， 일본 퉁은 핵 또는 원자력 캉국으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핵문제로 전세계의 관심올 끌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능력이 국력이

라는 인식 아래 2α)()년대 원자력 선진국 잔업이라는 목표를 세워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협상 시한을 3년이나 념기며 7년 이쌍을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가 1993년 12월 15일 마침내 타결

되었다. DR의 타결온 째로운 국제 무역질서의 탄생올 의미하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반향올 일으켰다. UR 타결이 우리 경제에

며칠 영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 풍의 긍

정작언 측면과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잠식 풍의 부정

1) 유럽의 EU, 미주의 북미자유무역협정떠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Iperation) 등을 예로 들 수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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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올 동시에 고려할 수 았으나， 전체적으로 우려 경채애 긍정

적인 영향올 미칠 것으로 전망확고 있다.찌 UR 타결은 경챙력 있는 기

업만여 살아 남올 수 있는 서대로의 변천올 의미하므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원자력계도 많은 영향을 받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많 타결과 통시에 친행된 우리나라의 정부조달협정 가업은

원차력 산업계에 첨각한 타격올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정부

조달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1997년 1월 1일부터 청부의 조달시장도 민

간분야와 같이 외국업체에게 개방된다. 특히 한전의 조달시장이 개방

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보호 속에 자라온 국내 원자력 산업체는 국

내 원전 수주를 놓고 외국업체와 경쟁하게 되어 원자력 산업의 침체가

예상되며 그통안 이룩해 온 원자력 기술자립야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협청이 발효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λ1간 동

안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올 분석하고 야에 대한 효과적인 대옹방안

올 서둘러 강구해야만그동안 유지해 온 원자력 기술자립의 여셰를 지

속하여 2α)()년대 원자력 선진국 진입어라논 목표롤 달성할 수 있다.

채 2 절 국채규범의 잘상

일병 라운드(round)3)로 불리고 있는 다자간 협상은 국가칸의 무역

및 그와 연계된 분야에서 게임의 폴(R퍼es of the Game), 죽 국제규법올

2) 최낙균， rUR 타결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분석 J ， 연구보고서 제293호， 산업

연구원， 1993. 12.

3) 다자간 협상을 라운드(round)라고 부르는 이유로는 두가지를 들 수 있음.

첫째， 다자간 협상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야라는 것임.

라운드 테이블온 둥그런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어느 자려가 장석인지 쩡

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간의 우위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암. 둘째，

권투 등 스포츠 경기에서와 같이 한 시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최용얼，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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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자리이다. 셔로 몰고 톰는 게임이 확고서는 서로혜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올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에캐 이익올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게임의 룰올 정하고 이를 져키도록 할 훨요가 었다. 이플 라

운드의 표면적인 슬로건은 다국간 게엄에 있어서 ‘공청한’ 룰올 만들자

는 것이다. ‘꽁정한’이람 말은 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냐， 이는 설

질적으로 개방된 공굽과 수요 측면에서의 공정성올 의며한다는데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부억부 번익빈’ 이라는 힘의 논리를

상기해야만 한다. 게엽의 룰올 만든다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으나，

어떠한 룰올 만드냐에 따라 각 국가에게 돌아갈 여억야 달라지 71 때문

에 각 국가는 자선에게 유리한 룰올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올 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었가는 하겠오나 국력이나

협상력이 뛰어난 국가가 협상의 주도권올 잡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UR도 사실상 미국올 비롯한 선진국들이 주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약니다. DR 타걸온 동서 냉전체제 종식 후애도 서방국가 내부에서 협

력이 가능하다는 상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UR에는 현행 선·후

진국 체제룰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는 선진국틀의 의도가 이마 부분적으

로나마 반영되었으며， 이는 차후 라운드에서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재 국제 원자력계에서 전행되고 있는 국제 핵비확산체

제의 강화 움직임도 전부는 아니지만 이 흐름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

다. 세쩨는 동서이념 대립 시대에서 남북기술 대립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DR 협상와 타결은 새로운 거I 엄의 롤， 즉 국제규범올 만든 것이며，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규범올 따를 수밖에 없다. 새로운 국제규범은

UR에서 그쳐지 않올 것이다. DR의 뒤를 어어 환경라운드(GR: Green

Round) 맞 기술라운드(’TR: Technology Round)가 대두될 것으로 전방되

nJ



고 있다. 아들 새로운 라운드들이 실제로 출범할 경우 웬자력계를 포

함한 우리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채 3 쩔 연구의 목적 및 범워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국제규범의 변화가 원자력계에 며칠 영향

올 정확히 분석하고 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단기 대용방안올 강구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제 무역규범에 대해 과거부터 현

재까지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DR 맞 정부조달협정과 DR 이후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는 라운드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원자력 연구개발과

원자력 산업계 전반에 걸쳐 국제규범의 변화가 미칠 영향애 대하여 청

성적으로 분석하였고， 조닿주체안 전력회사 및 공급주체안 원자력 산

업계 측면에서의 창단거 대옹방안올 채시하였다.

본 연구논 또한 부수적으로 국제규범의 변화와 이들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원자력계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차원의 목

적도 지냐고 있다. 1993년 12월 15일 DR이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언론

은 GR, TR, BR, CR 풍 R(round)자로 끝나는 단어플로 홍수를 이루었

다. DR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새로운 라운드에 또 대용해야 한

다는 사실은 언론에게는 사뭇 좋은 기사거리가 되고 남올 만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어디에서 논의만 되었단 것

올 가지고 무슨 라운드라고 이름 붙여 국민에게 소개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올 불러 일으켜 미리 대응하게 한다는 면에서 일면 도움이 될 것

이라고도 생각되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를 잘못 전달하여 국민의 피

해의식만 증폭시킬 우려도 적지 않다.4)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4) 예를 들면，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

되는 출연금이 UR 보조끔 및 상계조치협정의 대상이 되어 제환을 받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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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은 현채 논의되고 있는 내용올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DR과 정부조달협청의 조항을 차의 해석하여 일부 기관의 이

익올 위해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

제규법의 변화는 정부 일채 부처나 알채 기관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원자력계 모두가 한따음으로 대처해야맏 가농한

일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최대한 객관성올 유지하였으며 국

가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국제규범들의 커

다란 호름올 잡고 겉으로 드려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까지 파악하여야 변화의 시대에 잘 적용하고 위기를 호기로 전환

시키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된다는 신문기사가 보도된 예가 었음. 이 보도는 정부 및 관계자룰 통하

여 근거 없는 사질이었음이 확인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신운 보도는 그후

원자력계 인사들에게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언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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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규범의 변화와 향후 전망

UR의 타결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국제 무역규범의 대폭적인 변

화를 의미한다. 뒤를 이올 것으로 예상되는 DR 후속 라운드를 포한 그

동안 우리 원자력계가 익숙해쳐 었던 체제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

망된다. 이들은 서로 다른 내용올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일관된 흐릅올 얽올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그동안의 국제 무역규

범체제였던 GAIT체제를 살펴보고， UR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을 중섬

으로 UR 협상에 대해 알아본 뒤， UR 야후 라운드에 대한 전망을 통해

전체적인 국제 무역규범의 흐름올 장아보고차 한다.

채 I 철 국잭규범 변화의 흐름

UR 협상 및 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의 타결에 있어서의 큰 줄기는

국채무역의 기본원칙에서 그동안 예외로 인정해 왔던 분야를올 줄이고

이 기본원칙들올 강화하는 것이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기본원칙이란

자유무역을 중진시키기 위해 국채적으로 규정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올 말한다.

야들올 살펴보면， 첫째， 최혜국대우떠ost-Favored Nation Treatment)5)

원칙이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불려한 교역조건올

부여해서는 안되고， 한 국가에게 주어진 특혜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으로 다른 모든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

둘째， 내국면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이다. 이는 외국인과 내국

5) 무차별대우라고 하는 정우도 있음，

6) 법부부， rUR협정의 법적 고찰J ， 법무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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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올 똑같이 대우하여야 하며， 내국셰 및 각종 규제에 있어서 수입품

과 국산품을 통둥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시장접근(Market Access) 보장 원칙이다. 이논 관세나 조세를

채외한 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철혜하여야 한다는 원

칙으로 내국민대우 원칙과 함께 시장개방의 양대 요소를 이루고 있다.

넷째， 투명성7)(Transparency)의 원칙이다. 이는 각국의 행청·사법기관

와 의사결정이나 법령 적용， 제도 운용이 합리적여고 예측 가능하여야

하고， 그러한 결정에 관한 이유가 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기

초가 되는 모든 법령 및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다.

이러한 원척들에는 항상 예외사항올 두어 왔다. 최혜국대우 원칙의

경우 특혜관세，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조쳐， 지역경제통합 풍의 경우

에는 예외가 언정되었으며， 내국빈대우 원칙의 경우， 정부조달이나 국

내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풍이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8)

국제규범 변화의 큰 즐기는 어러한 원칙들이 다시 강조되고 이에

대한 예외사항이 줄어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UR은 여러한 완칙들의

실무적 적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정부조달은 통상적으로

각국 고유의 정책으로 인삭되어 이러한 원칙들의 예외를 인청받아 왔

으나， 정부조달협정에서는 이 원칙들의 적용 예외를 인청하지 않게 되

었다.

이러한 변화의 큰 효름 속에서도 예외사항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

니다. 국가 안전보장， 국민의 안전， 환경 보호 둥 여러 조항에서 아직

예외적인 사항올 인정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조항도 여

전하 남겨두고 있다.

7) 공개주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음.

8) 三흰正太郞 저， 김인경 역， r무역마찰과 GATTJ , 고려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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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 절 GATT 채째

국제 무역규범의 청확한 이혜를 위해서는 먼저 ‘관셰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AIT: Gen얹’'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이해

하여야 한다. 상품이 국경올 넘게 되는 무역에는 관세 납부와 같용 여

러 통관 절차가 있다. 만일 이러한 통관 절차를 작 국가가 마음대로 결

정하게 되면 무역 거래는 힘들악지고 무역량도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

이다. GAIT는 이러한 무역 거래에 통일된 규칙과 질서를 부여해 원활

한 국제무역올 달성하고자 발족된 국제협정야다.

1. 재 요

가. 출범 배갱 및 목적

GAIT는 1930년대 여러 국가들이 채택했던 고관세， 수출업

체한， 외환관리 풍 보호적인 무역장벽으로 인한 세계적인 불황이 제2

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원인중의 하나라는 인식에셔， 무역장벽을 완화

하고 최혜국대우 원칙올 적용하여 서1쩨무역올 증진시컴으로써 생활수

준을 향상시키고 고용올 증패하는 것을 목표로， 구미 선진국 둥 23개국

야 모여 1948년 l월 1일 발족하였다.의

당초 선진국들은 1944년의 브페튼 우즈(Brεtton Woods) 회의에서 설

립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국제부홍개발은

행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처 렴 세

계무형 질서를 규정하고， 투차 및 상품까지 포팔하는 정식 국제무역기

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흘 발족시킬 계획 이었으나，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상적이었던 관계로 미국올 비훗한 각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아 계획은 무산되었다. 결국 11’O 설립과 함께 논

9)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GATT어l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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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고 있던 다차칸 관세협장 결과와 이를 뒷받침할 규정만올 별도로

분리하여 협청으로 만든 것이 현재의 GATT이다.I이

나. 구성 및 역할

GA'IT는 71본원칙과 예외규정플로 구성되어 있는 총 4부 38

개 조문과 GAIT 체제내 다자간 협상의 산물로서 GATT의 시행령 성

격올 따는 10개 협정올 포괄하고 었다.

GAIT 조문은 제 1절에서 살펴본 GAIT의 의사결정껴관으로는총회1

각료회의， 이사회， 각종 위원회 풍이 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사

무국이 각종 회의 개최와 준비자료 작성 풍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GATT는 보호주의 또는 지역주의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무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각종 무역에 관한 규칙의 결정과 이를 위한

협상 장소의 제공， 확보된 우역 확대 효과의 유지， 불공쩡한 무역의 배

제， 무역에 관한 각종 규칙과 무역 분쟁 해결절차의 결정 둥 다양한 역

할을 수행하여 왔다.

2. 역대 다자깐 무역협상

GATT는 1948년 발족 이후 R 협상 이전까지 표 2-1과 같이 7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올 진행하였다. 초기 단계의 다자간 무역협상

에서는 주로 관셰 언하에 초점을 두었으며 관세 여와의 무역장벽 11) 분

야에 대한 협상은 6하 케네디라운드부터 시작되었다. 케네디라운드는

EC의 경체 블록화를 방지하고 다자간 자유무역올 확보하기 위하여 미

1이 三흰1£太郞 저， 김인경 역， r무역마찰과 GATIJ , 고려원， 1986.

11)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은 통상 ‘비관세장벽’이라고 볼라고 었는 것으로서，

수량 제한， 기술장벽 등이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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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GA'π내 다차간 무역협상

차수 개최장소 기간 참가국수 비고

스위A 제네바 1947.4 - 1947.10 23

2 프랑스 앤시 1949.4 - 1949.10 32

3 영국톨키 1950.9 - 1951.4 34

4 스위스 제네바 1956.1 - 1956.5 22

5 II 1961.5 - 1962.7 23 딜론라운드

6 II 1964.5 - 1967.6 46 케네디라운드

7 II 1973.9 - 1979.4 99 동경라운C

자료) 대우경제연구소 핀， r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채J ， 한국정제선문사，

1994.

국의 주도 하에 개시확어 관세 협상 분야 및 벼관세분야에서 반범핑협

청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케네다라운드 이후 미국 경제가 1960년대 말

부터 상대적오로 쇠퇴하고， EC, 일붙 및 개도국플아 부상하기 시작하

면서 선보호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신보호주의는 경쟁력올 잃은

사양산업을 보호대상으로 비관세장벽올 이용한다는 점이 특청이었다.

이러한 신보호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1973년 동경라운드가 출볍하였

다. 통경라운드에서는 관세 위주의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올 협상 대상

으로 하여 반럽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기술

장벽， 항공기교역， 정부조달i 낙농， 쇠고기협정 등 9개의 협정올 체결하

였다. 이돌 협정은 GAIT의 보완 발전 및 특수분야에서의 무역 자유화

와 안정화릎 목표로 하고 있다.12)

그러나 1979년 석유파동오로 세계경제가 저 성장기로 진압하고 미

국의 경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됨에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rUR 총점검 : 최종협청의 분야별 평가J ， 정책연구

93-25, 199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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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호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국가칸 통상마

찰이 심화되었다. 이것어 DR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확었다.

제 3 철 우루과이라운드 (DR)

1. 개 요

가. 출범 배정 및 폭적

DR은 동정라운드를 이온 GAIT 체제내 체8번째 라운드， 즉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1980년대에 들어 확산된 보호주의 경향과 국가칸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GAIT의 분쟁 해결 및 감시 기능이 제 구실올 하

지 못하게 되면서， 선진국들은 강력한 협상력올 바탕으로 일방적언 압

력올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결국 국제 무역질서의 혼란

을 가껴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상문제를 GAIT 체제 안으로 끌어들

여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선

전국들은 상품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자국의 경챙력이 높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둥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국

제수지를 개선하고자 GAIT를 통한 시장개방 촉구를 모색하게 되었다.

일본 빛 신홍공업국 풍 방어적 입장에 있던 국가툴온 미국과 EC로

부터의 시장개방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 하에셔 알방적인 압력을 다자

간 협상올 통하여 무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도에서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협장렴의 구성

DR 협상은 최고 의결기관인 무역협상위원회(’mc: Trade

Negotiation Committee), 그 산하의 상품협상그룹 및 서비스협상그룹， 보

호조치의 동결 빛 철폐 이행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잠시기구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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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제도 퉁 크거11 4가지 분야에서 진

행되었다.13)

상품분야 협상은 시창개방올 논의하는 시장접근 분야와 무역규범

제정을 논의하는 규범제정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시장접근 분야

에서는 공산품 관세 인하， 비관세조치의 완화， 농산물， 열대상품， 천연

자원상품의 5개 분야로， 규범제정 분야는 섬유， 반멈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 긴급수입제한(앓feguards) ， 기술장벽， 투자조치， 원산지규정， 션적전

검사， 관서l평가， 동식물 위생규정 퉁 10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어 타

결되었다.

서버스 협상 분야에서는 개방 업종 및 개방조건에 대한 협상 둥이

진행되어 타결되었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와 적용 범위 및 기준 강화가 논의되어 타결되었으며， 제도 분야

에서는 세계무역끼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콜 설치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신속히 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타결되었다.

다. 협상 청과

UR은 1983년 5월 윌리암스버그 경제정상회담에서 처음 채

기되었고， 동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다자간 협상올 추잔하

기로 합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맏 3년간

의 논의 끝에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 텔 에스태에서 다자간 협상

개시를 위한 각료선언올 채택함으로써 GAIT 내의 제8차 다자간 협상

언 DR야 출범되었다. UR 출범 이후의 주요 경과는 표 2-2와 칼다.14)

13) 김용일，& 박승기， rUR 최종협정 해설J ， 환국무역경제， 1994.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rUR 총접검 : 최종협정의 분야별 평가J ， 청책연구

93-25, 199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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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UR 협상 경과

일시 사건 비고

1988. 12 몬E리옳 중간평가

1990. 4 팩시코 중감평가

1990. 12 브뤼셀 각료회의 당초 협상 타결 시한

1991. 12 던첼 초안 제출

1992. 11 미국과 EC의 농산물 합의

1993. 7 동경 4자회담 및 G7 정상회담

1993. 12. 15 협상 타결 선언

1994. 4. 마라케쉬 각료회의 R 최종협정 서명

1988년 12월 몬트리올 중간평가논 그간의 협상 성과를 접검하고 향

후 협상계획과 방침올 결정하기 위한 것아었다. 아 중간평가에서는 서

비스 교역올 규율할 협정에 포함될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관세 인하에

합의하눈 둥 성과가 있었으나 농산물， 섬유， 긴급수입제한조치， 지적재

산권 둥 4개 분야에서는 합의를 보는데 실패하였다.

이후 1990년 12월올 협상 시한으로 설정하였으나， 선진국칸의 의견

조정 실패로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협상 타결에 실패하였다. 브휘셀 회

의 이후 불연속적오로 협상이 계속되었으며， 1991년 12월 던켈 GATT

사무총장이 협상 전 분야를 방라한 최종 협정 초안(던켈 초안)올 제시

하여 협상의 팔격이 마련되었다.

이 던켈 초안에 의하여 협상한 결과 1992년 11월 미국이 대통령 선

거를 앞두고 DR 협상 타결올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동안 첨

예하게 대립해 오던 농산물 분야에서 BC의 요구흘 대폭 수용하는 합

의를 도출하여 DR 협상 타결의 쳐l 기가 마련되는 듯했으나， 프랑스가

1993년 4월의 총선올 의식하여 동 합의에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1992년

말까지의 타결에도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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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국과 프랑스의 션거가 끌난 1993년 7월 동경에서 개최된 4

자회담(미국， EC, 일본， 캐나다)과 G7 정상회담에서 1993년 말까지 DR

협상올 타결하기로 하여 분야별로 협상이 본척척요로 진행되었고， 1993

년 11월 분야별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마침내 1993년 12월 15웰 7년 이

상올 끌어오던 UR 협상이 117개국이 참가한 가운테 타결되었다.

그간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UR 협상이 극적 타결된 것은 EC 통합

과 북미자유무역협정 (NAFrA) 풍 지역경제 블록의 태동으로 안하여

DR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올 때 발생할 무역마찰과 선잔국의 경기 침

체가 협상 지도자들에 콘 압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5)

라. 협상 타컬 후속조치

DR의 타결로 우리나라는 UR 최종협정과 국내법간에 상충

되는 부분을 DR 협정 발효 전까지 고쳐야 한다. GATT 사무국은 1994

년 1월부터 3월까지 DR 협청 조문의 법제확 작업에 착수하였다. 1177~

UR 참가국여 1994년 2월 15일까지 최종 양허안올 제출한 이후 UR 최

종 협정과 각국의 양학안이 불일치 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 작업이 이

루어지고， 최종협정에 첨부할 공동선언문어 작성되었다.

이후 1994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져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는 세계

111개국에서 3，α)()여명의 대표와 1 ，αm여명의 보도진이 참석한 가운데

UR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100여개국의 수석대표가 기

조연설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한 각국의 입장올

표명하였으며， UR의 공식 종결과 WTO의 출범올 천명하는 ‘마라케쉬

각료선언’올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와 WTO 설립협정 풍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15) 김용일，& 박송71 ， rUR 최종협정 해설J ， 한국무역경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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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쳐l겨I무역기구(MQ}의 설립

가. 설립 때청 몇 목적

DR 협상 결과 가장 가시적으로 바뀌는 부분야 GAIT 체제

를 대신하여 출범할 예정으로 있는 WTO의 설립이다. GATT는 발족 이

후 세계 자유무역의 확대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협정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질적언 구속력이나 집행력올

갖추지 못해 국제 무역분쟁올 효과적으로 해결할 농력올 가칠 수 없었

다. 또한 발족이래 ‘타협에 악한 합의’라는 천원일치 의사결정 방식은

이해가 엇갈린 통상 현안올 중재하거에는 부족하였고， 무역마찰올 가

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표 2-3 GAT!’ 체제와 WTO 체제의 비교

구 GATI’ WTO
형태 국체협정 국제기구

구속력
사법권의 부채로 설질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구속력 부재 강력한 제재 가농

의사결정 전원합의 제(co뾰않sus)로 합의 원칙， 합의에

방식 통상문제악 해결능력 부족 도달하지 못할 때는 투표

담당분야 따참 물품， 서버스， 지적재산권

w1η의 설립윤 세계 무역질서가 기폰의 GAIT와는 근본적으로 다

른 새로운 체제로 돌입하는 컷을 의머한다. WT'。는 공식 국제기구로서

의사결정이나 분쟁 해결 절차에 있어， 국제협정이었던 GAIT보다 훨씬

큰 구속력올 갖고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풍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

한다. WT。는 전원합의의 의사결정 관례를 폰중하고 춘수하되 천원 합

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표에 의한 의사 결정 원칙율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분쟁 처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에게는 WIO가 선진국의 무차별한 통상 압력

m

ω



올 방어해 줄 수 있는 보호막 역할올 해 줄 수 있올 것으로 기대확고

있다. 이와 관련 WTO 내에는 분쟁해결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또

한 각국의 무역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까농도 갖게 된다.

나. 구성 및 엄무

WTO는 그림 2-1파 같이 전 가입국의 대표로 구성확는 각료

회의를 설치하여 최소한 2년에 1번씩 각료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총회(General Council)를 개최하도록 되어 었다. 총회 아래

에는 상품무역위원회， 서비스무역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를설치하고

각 위원회 산하에는 부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WTO는 사

각료회의

총 회

I 무역환경위원화 l
1 국제수지위원회 I
I

l 무역개발위원회 |

l 에산재정관리위완회 l

분쟁해결기구

l 무역정책검토가구 I
1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져적채산권

이사회

사무국

그림 2-1 WTO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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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총장올 수반으로 하는 사무국올 두기로 하였으며， 각료회의에서 사

무총장올 임명하고 또한 사무총장의 권한， 의무， 근무초잔， 임기 풍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WTO논 상품， 셔비스， 지적재산권 풍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고，

DR에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청(m따.tilateral trade a웰eement)의 수행·관

리·운영 빛 그 복적올 촉진하며， 회원국중 일부국가간에 체쩔된 복수국

간 무역협정 I이(p뻐ila않al trade agreem많1t)의 수행·관리·운영올 위한 틀올

제공하고， 추가적인 무역협정 체결1끼올 위한 협상 토론장 및 각료회의

의 결청에 따른 동 협상 경과의 이행을 위한 룹올 제공하며，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와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실행하는 임무률 갖게 된다.

다. 셜렵 검과 및 전망

1994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

서는 새로 탄생하게 될 WTO 체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춘비위원회의

설치를 비롯한 4채와 각료결청올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DR의 공식

종곁과 WTO의 출범을 천명하는 ‘마라케쉬 각료선언’올 채택하였고，

DR 최종의정서와 WTO 설립협정 풍에 대한 서명식올 개최하였다.

DR이 종결되고 WTO의 출범올 목전에 두고 았는 현 상황은 우리에

게 경제제도와 관행은 물론， 우리들의 사고까지도 개방과 경쟁의 새로

운 질서에 맞게 전환할 것올 요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DR 결과에

맞추어 각종 법령과 채도를 수정해야 하고， 장꺼적으로는 WTO 체제하

에서 전개될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협상결과의 이행이 갱제에 미치

16) 복수국간 협정이란 WTO 회원국 모두가 참가하논 협정이 아니라 일부 국

가만이 참가하는 협정엄. 대표적인 것으로 정부조달협정이 있음.

17) DR 이후에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는 환경라운드， 기술라운드 등을 말함.

이는 wro가 DR 여후 라운드들을 주관할 것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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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격올 최소화하고 개방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WTO 체제가 출범하더라도 지역블

록이나 쌍무적 통상분체가 제한된 범위 내애서라도 계속될 것이기 때

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용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WTO는 ‘가입국들은 관련한 국내법이 WTO 규정과 일치되도록 최

대한 노력한다’라고만 규정하여 캉제성 확보에 실패하였다. 며국이 UR

다결과는 무관하게 통쌍 301조 존속올 결쩡할 수 있었던 것도 캉체성

올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18)

3. UR 주요 협정 내용

R 협상의 결과 타결된 최종협정(Final Ac낀은 세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 1부는 최종협정 의정서이고， 제2부는 WTO 설립협정과

22개의 부속협약이며， 제3부는 20개의 각료결청(mini않앉ial de떠sions)과

각료선언(뼈피S않ial d않I없'ations).2..로 되어 있다. 최종 협청의 목차는 표

2-4와 같다.22개의 부속협약 모두가 원자력계에 직접적인 영향올 미치

는 것온 아니다. 아중 원자력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부속협약은 보

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서비스 교역에 관한 얼반협청(GATS: Genl없1 Agreement on

Trade in S하vices)， 지 적채산권에 관한 협청 (TRIPs: Agreem하it on

Trade-Related As야cts of Intellectual Pro뿜따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4개 협정에 대해서만 살

펴보기로 한다.

18) 김용일，& 박승기， rUR 최종협정 해설J ， 한국무역경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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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DR 최종협정문 목차

제 I 부 최종협정문

제 2 부 WTO 설립협정

부속서 lA DR 상품교역협정

1. GATT 1994
(a) GAIT 1항(b) 해석에 관한 양해

(b) GATT 제 17조 해석에 관한 양해

(c) GATT 국제수지조항에 판한 양해

(d)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혜

(ε) GATT 채25조 해석에 관한 양해

(f) GATT 체28조 해석에 관환 양해

(g) GATT 제35조 해석에 관한 양해

2. GATT 1994 UR 의정서

3. 농엽협정푼

4. 위생 및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청

5.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쩡

6.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

7.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8. 반덤핑협정

9. GATT 1994 채7조의 시행에 관환 협정

10. 선적전 검사에 관환 협정

11.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12. 수압허가 절차에 관환 협정

13. 보초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4.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lB 셔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청

부속서 Ie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 규칙 및 철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무역정책 검토제도

부속서 4 복수국간 무역협정

(a) 먼칸항공가 교역에 관한 협정

(b)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c) 국제낙농 협정

(d) 우육 관련 협정

서명국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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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DR 최종협정문 목차 (계속)

채 3 부 각료회의 결정 및 선언

1.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2. 세계경제청책상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기여에 관한

선언

3. 통고절차에 관한 결정

4. 관셰평가

(a) 세관 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섬할 만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결정

(b) 최저과세 기준가격파 독점대리언， 독점분배권자 및 독점 양수인

에 의한 수입에 관한 협정문

5. 기술장벽

6. 최빈개도국과 식량 순수입 개도국 우대 결정

7.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정

(a)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결정

(b) 셔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결정

(c) 서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상 제 14조 (b)항에 관한 결정

(d) 거본 통신협상에 관한 결정

(e) 금융서비스 자유화 약속에 관환 양해사항

(f) 금융서비스에 대한 결정

(g)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결정

(h)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결정

8. 정부조달협정 체24조 2항의 이행에 관한 결정

9.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및 검토에 결정

10. GATT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의 개선에 관한 결청

11. GATT 1994 제6조 이행에 관한 결정

12. GATT 1994 제6조의 여행에 관환 협정 혹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

1994에 관한 협정의 Part V에 따른 분쟁해결에 관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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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청

DR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정

부출연금이 보조금이어서 앞으로 제한올 받는다는 근거로 자주 안용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초점올 맞추어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올 살펴보고자 한다.19)

(1) 배정

UR 보조금 및 상껴i조치협정에서는 각국악 정부가 특정

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 즉 보조금에 대해 규청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보조금올

지급하는 것은 각국의 고유 권한이나， 간혹 이러한 보조금은 특청 산

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올 강화시키는 역할올 수행하여 타국의 경챙산업

이나 가업에 피해콜 준다는 인식에서 국체적오로 규제의 대상야 되어

왔다.

GAIT에서는 무역 왜곡옳 야기하는 보조금올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

금에 대한 일정한 제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타국의 보조금오로 인해

피해를 본 국가는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상계관서l 룡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확 규청하였다. 또한 GATT내 제7차 다차간

무역협상안 동경라운드에서는 GAIT의 상계관세 규정에 대한 시행령

성격을 갖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이 체결되어 198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및 협청에도 불구하고 많온 국가들은 경쟁적으

로 보조금올 지원하고， 미국， 호주 풍올 비롯한 선진국툴운 상계관세체

19) 원자력 연구개발과 관련된 UR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해석에 대해서

논 제3창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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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차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및 이에 대

한 상계관세 부여에 대한 분쟁이 계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범위와 겨준올 명확히 하고 상계관세의 발동절차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이 UR 협상의 한 분야로 자리잡

아 타결되게 되었다.

(2) 보조금의 정의

UR 보조금 빛 상계조치협정은 보조금의 정의로부터 출

발한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 협정에서 정의한 보조금의

청의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휩다. 보조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만촉되어야 한

다.2이

@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정부의 재정적 가여 (ft없ncial

coot더bution)가 있거나 또는 가격 및 소득지지(income or

price support)7r 있어야 합.

@ 이로 인해 수혜자애게 혜택(benefits)이 추어쳐야 합.

야때 정부란 공공기관은 물론 청부에 의해 통제되는 민간기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정부의 채정적 기여란 무상지원， 채무감면，

대출， 지분참여 퉁과 같이 민간에게 자금이 직접 이전되거나， 대출보증

과 같이 민간에게 자금아 잠재적으로 이전되거나， 민간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거나， 세액 공체와 같이 정부가 세입올 포기하거나， 일반사회간

접시설 이외에 정부가 민간에게 채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민간

으로부터 채화폴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한다.21)

2이 산업연구원， r주요 선진국의 보조금 현황 및 국내 잔엽지원제도 개편방

향J ， 정책해설자료， 199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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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대한 청부의 특정조치가 보조금으로 청의되기 위해셔는 정

부의 재정적 기여라는 펼요조건과 함께 ‘수혜자에 대한 혜택’야라는 충

분조건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이 개념은 지금껴지 미국올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조금 폰채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왔던 ‘정부

의 비용’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이 도입된 재념으로 이로써 보조금에

대한 정의가 새로이 확립되게 되었다. 수혜자에제 실질적인 혜택이 주

어지지 않으면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2찌

(3) 보조금의 종류

야 협정에셔는 보조금올 금지보조금， 상계가농보조금，

허용보조금 동으로 분류하고 여들에 대한 범위와 거준올 명확히 하였

다. ‘금지보조금’(prohibited su뼈di않)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에 직

접적인 왜곡 효과를 갖는 보조금으로 DR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폐

지하도록 하였다.23) 이에 따라 금지보조곰요로분류되는 각종 수출보조

금과 국산품 사용올 촉진하거나 수입 억제를 위한 보조금이 금지되어

야 한다. 이들 보조금을 지급한 정우얘논 무역 장대국의 피해 유무에

관계없이 보복조치의 대상이 되게 된다.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성은 직접적으로 수출입에 영향올 주지는 않지만 무역 상대국의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보조금으로 설체적으로 펴해 발생 판청올

받는 정우 보복조치의 대상이 된다.

21) 전체서.

22)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에 의한 정부와 만간의 거래는 당연히 보조금에 해

당되지 않융. 그러나 어떠환 특혜가 주어졌을 때는 보조금으로 볼 수 있
...Q..

23) 대외경쩨청책연구원， rUR 총점검 : 최종협청의 분야별 평가J ， 정책연구

93-25, 199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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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의dies)은 법률상 특정성이 없는， 즉 모

든 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거나 특정성2써이 없지 때문에 허용

되는 보조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계조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었다.2꾀 그

러나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개발 지원， 지역개발 지원， 환경보조금 퉁

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었다.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이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둥교육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행해지는 연구활통에 대하여 산업연구2이의 경우 소요

비용의 75%, 거초개발활동27)의 경우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연구개

발 지원은 인력비용， 연구활동 전용의 도구·설비·토지 및 건물비용， 연

구활풍 전용의 상담이나 서비스， 연구활동의 직접척 결과로 발생한 추

가적 간접비용， 그리고 연구활동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 운용버용만

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개발 지원’ 조항은 부정적안 측면이

아니라 특정적이더라도 허용된다는 긍정적 측면애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청은 원자력 관련 기술기준 및 표준

의 규정과 관련이 었다. 기술기준 및 표준의 규정은 한 국가의 고유 권

24) 특정성이란 선별성 또는 자의성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산업， 특정 저역，

또는 특정 기업에만 보조금이 지굽되는 경우를 말함.

25) 작 회원국은 매년 허용보조금 목록을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에 제출하

고 매 3년마다 회원국의 보조금제도를 검토 받게 되어 있음.

26) 산엽연구(indus떠a1 research)란 신제품， 공정， 서벼스의 개발 또는 기존제품，

공정， 서벼스 개선에 사용될 목적의 새로운 지식 발견을 목표로 하는 연

구 또는조사를 말함.

27) 기초개발활동(pre-e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여란 산업연구 결과를 새

로운 체품， 공정， 서버스 개선을 위한 계획， 청사진， 디자인으로 변환시키

는 과정으로서， 개념화 및 설계， 그리고 시험적 제작 등을 포함합. 여가서

상업화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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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도 있으나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초점올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배 경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BT: 't않hnical B빼많 to Trade)이

란 물품의 특성， 또는 관련 꽁청 및 생산방법에 관한 기술규정과 표준

규격， 그리고 이들에의 적합 여부률 평가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

요한 장애가 되는 것올 의미한다.28) 특청국가의 각종 표준(s않n없rds)제

도 및 기술규청(tee뼈ical regula뼈ons)， 인증(certifica히on) 및 검사(tes피ng)제

도를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수입올 규제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수 었다.

사실상 표준화란 어떤 상품의 형태， 치수， 소채， 기농， 안전성 풍과

같은 기술명셰(technical s홈cification)를 규정함으로써 동 상품의 생산

빛 유통의 효율성올 체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명세는 표준화에 관

한 체도 맞 운용의 차이에 따라 표준2밍과 기술규정3이으로 나눌 수 었

다. 양자간의 주요한 차여는 표준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가 임의적인데

비하여 기술규정의 경우는 강제적이라는데 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나름대로의 표준이나 기술규정올 설정하고

다양한 적합성 판정 철차31)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표준화제도

28) 대외청체청책연구원， rUR 총점검 : 최종협청의 분야별 i평가J ， 청책연구

93-25, 1993. 12.

29) 표준이란 반복적어며 연속적인 적용을 위해 숭언되었으나 반드시 준수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기술명쩨를 말함.

3아 ‘기술규정’이란 적용 가놓한 행정조항올 포함하여 꼭 준수해야만 하는 기

술명세를 말함.

31) 척합성 판정 철차는 힐반적으로 기준에 적합환지 직접 또는 간접적흐로

평가하는 표본 추출， 시험 및 겸사， 평가， 검증 몇 적합판정， 인청과 승언

%“



는 이제까지는 최종 상품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ISO

9000과 같이 공정 빛 생산방식 둥에도 채택되고 었다.

작 국가별로 상이한 표준화제도는 국가간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올

끼쳐 왔다. 예를 돌어 상품올 수출할 때 외국의 표준규격에 맞도록 상

품의 변형작업올 하처나 외국의 표준에 맞는 생산시설올 구비해야 하

므로 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청바용이 발생한다. 양국깐의 표준화 차야

에 따라 이 조청비용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고 양국의 경챙력에 영향올

줄 수밖에 없다. 그 이행여부가 자의적인 경우에는 무역창벽이 참째척

이지만 기술규청의 경우와 칼이 강체적언 경우 실제적인 무역장벽￡로

퉁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표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국제적언 쪼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국제적안 조화 노혁은 192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29개의 표준화 관련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이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찌 이

랴한 가운데 동경라운드에서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타결되어 1980년 1월 1 얼 발효하였으

나， 표준화체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적인 무역 제한도구로 오용 또

는 남용되어 DR에서 다시 거론되기에 이르렸다.

(2) 내 용

이번 DR에서 타결된 기술장벽협정은 동정라운드에서 채

택되었던 기술장벽협정에 비해 근본적인 정신올 바꾼 것은 아니지만

대폭척오로 변화하였다. DR 기술장벽협정은 내국만대우 및 최혜국대우

절차를 포팔함.

32) 이는 세계 최대 단일사장인 미국이 국체표준을 외면하고 있는테 크게 기

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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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보장， 꽁산품과 농산물 풍 모든 물품의 포함， 표준화체도의 무

역장벽화 금지， 관련 꽁정 및 생산방식와 표준화 포함， 불필요한 강채

규청의 혜지， 국제표준규격의 채택 강화， 표준규격 관련 규청의 적용범

위 확대 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표준화채도의 무역장벽화 금

지와 관련하여 혜외조항올 두고 있다는 것이다. 측， CD국가 안보상의

요구，®기만적 관행의 방지，@언체 건강 또는 안전，(4)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보전에 관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기술규정올 설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독얼 풍 선전국틀은 환경보전

올 이유로 기술장벽올 벌써부터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한 실정이다.

원자력계는 원자력 관련 표준이나 기술규청올 제청할 때 항상 이러

한 협정올 잘 파악하고 야들이 어떻게 무역에 이용 또는 악용되고 있

는지룰 염두에 두고 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다. 셔비스 교역에 관한 알반협정

불 협정은 원자력 연구개발 및 원전 관련 서비스 개방 여부

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셔는 이에 초점올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배 경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문제가 GATT 차원에서 처옴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각료회의에서 서버스 분야의 경쟁력이

뛰어난 미국이 서비스 교역문제를 다룰 것올 공식 제안하면서부터여

다. 미국이 어 제안올 한 배경은 세계경제에서 셔비스산업과 서비스교

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았고， 상품교역과는 랄려 다자간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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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 국제간 분쟁의 가능성이 많으며， 미국의 비교 우위가 상품에

서 서비스로 이전해 감에 따라 서비스 교역 확태에 대한 미국 국내업

체의 관심이 높아쳤다는데 었다. 이 체안은 개도국의 반대로 좌절되었

으나， 이후 미국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R 출범시 다자간 서비스협상

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개도국들이 이를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GATT

체제 밖의 서비스 협상그룹에서 서비스 협상이 진행된다는 절차상의

선축성이 주어지는 풍 채도국의 압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이

다.33)

(2) 내 용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농림수산업 빛 광업·체조업올 제외

한 나머지 산업이라고 청의할 수 있으나 UR 협상 과청에서는 서비스

정의 자체에 대한 큰 논의는 없었다. UR 서비스 협상의 결과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모든 서비스 분야를 자유화 대상으로 하

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해서 국가깐 양허협상올 추진하기로 합

의하고， 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상이한 언가기준， 뭉록요건，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요건， 국내규제 풍의 국가간 상호 인청올 위한

협상을 권장하며， 국내규제조치에 대한 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동에 합

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총 8개 분야에서 78개의 엽총에 대해서 개방하기로 양

허하였다. 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원자력계 관심의 대상야 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 서비소의 개방 문제이다. 야벌 개방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서버스는 포함되었오나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서

33) 대외정제정책연구원， rUR 총점검 : 최종협정의 분야별 평가J ， 정책연구

93-25. 199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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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또 하나의 서비스 개방 분야는 엔지니어링 서

버스 분야이다. 엔지다어링 서비스산업은 각종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생산요소， 채화， 용역 풍올 결합하는 둥 과학기술과 산업부문의 중간

역할올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시스탬 산업이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숨올 생싼 현장화 함은

물론 발주자와의 간밀한 접촉으로 기술수요 행태의 변화를 쉽제 감지

할 수 었는 퉁 다양한 연계효파를 지니고 있다. 엔지니어링 서비소의

이 특성으로 말머암아 엔지니어링 서비스라는 빌미로 외국의 연구개발

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가농성이 았다. 또한 국제적으로

시공과 설계를 포괄하여 사업올 운영하는 소위 EC(담19in뼈ng

Construction)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엔져니어링 서비스의 개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34)

라. 지적째산권에 관한 협청

지적재산권은 다른 과학기술계와 마찬가치로 원자력계에서

도 특별한 관심올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아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가 캉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자력계논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초점올 맞추어 살

펴보기로 한다.

(1) 배 경

GAIT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지적쩨산권올 DR에서 다루

34) 손찬현， r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국제화 방향J ， 정책연구 93-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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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근본적인 여유는 미푹올 중심으로 한 션진국룰에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나

절차에 대해 새로운 규칙의 수립이 절실하다는 인석여 확산되었거 때

운이다. 더구나 GATT책체가 세계경제의 변화를 신축적으로 수용함으

로써 새로운 국해 무역질서의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의

체 채택에 대한 션·후진국간의 강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새로운

의제로 채택되게 되었다.

1986년 9월 R 각료선언문올 통하여 지적재산월 보호문제는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위조상품 교역올 포함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궐 협상

그룹”야 탄생하게 되었다. UR이 시작된 이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

의 입장에 따라 각 사안별로 수많은 논쟁이 거듭된 끝에 1991년 12월

20일 UR의 최종협정문(안)인 던켈안에 전문 73조로 구성환 TRIPs와 최

총안을 작성하게 되었고， 1993년 12월 15일 던켈안에 대한 별다른 수정

없이 TRIPs 최종협정문올 채택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국제관계 및 무역에 있어서 차지하논 경제적

중요성은 다음과 칼다. 첫쩨， 기술야 각국와 수출경쟁력올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로서 동장하여 기술의 비교우위가 국제무역의 성패를 좌우하

게 됨에 따라 기술의 모태가 되는 지적채산권 보호가 중요하게 되었

다. 둘째， 국가간의 직접투자는 국제무역 및 기술이전의 중요한 경로가

되는태 선진국의 기업이 후진국에 진출할 경우 선전국의 기술에 대한

보호는 작접투자의 중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2) 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분류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물질의 발켠， 새로운 채조기술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새로운 71능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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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을 포괄하는 산업적 발명과 음악， 미술， 문학작품애 판련된 저작과

연출， 공연， 제작 및 방송 풍의 문예적 창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올

의미하며 인간의 청신적 창작활동의 결과인 知的塵物에 대한 꽤타적

소유권올 말한다.3잉

법적언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언 재산권이 토지， 건물， 상품 둥 有體

物에 대한 물적재산권을 의미하논 란면， 지적재산권온 無體財麗權으로

서 유체물에 體化되어 있는 지적표현 및 지적정보 풍옵 소유의 대상으

로 하고 일반 물적재산권과 같이 讓獲權， 持分權， 支配權을 갖는다)6)

지적재산권윤 표 2-5와 같이 산업채산권3기(industrial property right),

著作權(copyright)， 新知的財塵權악 3분야로 크게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φa빼t)， 의장(ind뻐trial design), 실용신안(utili핸

model), 상표(trademark)， 지리작 표시 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중

특허는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으로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201건 전후) 동

안 획용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실시권올 의머하며， 여기에는 신물

질의 발명에 주어지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 새로운 제조기술에 관

한 제법특허φrocess patent), 새로운 용도개발올 위한 용도특허(use

patent)퉁이 포합된다. 특히 물칠특허의 경우는 물질자체가 권리의 객체

이기 때문에 물질특허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통일물질애 대한 채법특

35) 세계지적재산권거구(WIP 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뻐ization)에서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2)연출，예술가의 공연， 음

반 몇 방송.®인간노력의 모둔 분야에 았어서의 발명.@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CD부정경챙에 대한

보호 풍에 관한 권리.@공업·과화·문학 포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파

생되는 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읍.

36)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질용화된 유형

적인 형태를 갖춘 후에야 권리를 소유할 수 았으며 추상적 아이디어딴으

로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37) 공엽소유권이라고도 함.

n
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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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지적채산권의 분류

特 許 權 물질특허，제법특허， 용도특허

)몽a:.、 E 權

知
塵業財塵權 實用新案權

的
商 標 權

財
地理的 表示權

著 fF 權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흩깥 著 作 權

著作憐接權
權

훌훌業著作權 컴퓨터효로그램，소효 E웨어

新知的財塵權 失端塵業財塵權 Ie 회로설계， 생명공학기술

情報財塵權 영업비밀권， 신미디어권， DB권

허의 사용이나 실시가 불가능한데 이러한 포괄적 보호조치가 국제적으

로 확대되는 추세에 었다.

저작권은 문예， 학술， 미술 퉁 사상， 감정에 대한 창작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다시 저작권과 著作憐接權으로 나뉘어진다. 저

착권은 져작물자체 빛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퉁과 관련된 저작채

산권과， 저작물의 시장가치보다는 명예나 성취감의 보호차원에서 다루

는 저작인격권으로 분류된다.3 8) 처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이용과 배포에

관환된 권리로서 통신산업， 영상기술부문의 급격한 발천으로 그 척용

범위가 확장 중에 었다. 저작권의 특정은 저작물의 동록이 아닌 창작

과 동시에 보호되며 보호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이라는 점이다.

선자적재산권은 청보산업과 첨단기술의 발달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작된 분야로서 산업저작권 (industrial copyrigh갱， 캠단산업재산

38) 그러나 U뻐1RIPs에서는 미국(다른 법에 의해 이미 보호되고 었음)의 주장

에 의해 저작인격권이 명시되져 않았음.

M

혀



권， 정보재산권 풍으로 분류된다- 산업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성격이 복합된 것으로서 용도에 있어서는 산업재산권의 성격이 강하고

방법파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적 성격이 반영된 지적산물올 대상으로

하고 았다. 청보재산권은 상품의 제조， 판매， 영업， 기획 동의 분야에서

상품화될 수 었논 정보와 이의 전달수단에 대한 소유권올 말하는데 야

중에서 영업비벌(trade secret)은 기술적 비밀(technical know-how)사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셰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었다. 영업비밀과 특허

의 차이점올 바교해 보면 표 2-6과 같다. 첩단산업재산권온 첨단산업

관련 산업재산권올 말하는 것으로서 유전공학， 전자·정보산업 둥의 급

속한 발달로 인해 새로운 대상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3)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체협약 및 기구

로는 특허와 상표 동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l883)~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886) 둥과 1967년 창설되어 1974년 UN 전문기

구로 격상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째!po: ￦orld In뻐않tual pr뺑따

표 2-6 특허와 영업비멸의 비교

구 ;님c" 허 영 업 131 밀

보호대상
• 발명(제품， 공정， 용도) • 영업상 가치를 지닌 청보
·매우 한정적 ·광범위

·신규성 • 미콩채정보(비밀성)
3ζ- 건 ·진보성 • 상업적 가치(유용성)

·유용성 • 비밀로 관리(유치성}

공 개 공개 의무화 공개되차 않음

보호조건 특허기간중 독점적 사용 부정한: 절취행위로부터 보호

보호기간 일정기간 무한

시장성 라이센스가 가능 라이센*가 용이하지 않음

찮



Org뻐ization)가 좀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WIPO가 주관하고 있지 않은 국제협약으로서 유럽특허협

약CEPC: European Patent Cony，εntion)과 舊사회주의 국가틀의 협정인

CMEA협정 (Council fcπ Mutual BeαlOmic Assi않ant Agreement), 세계저작

권협약(UCC: Univ:많sal Copyright Convention) 퉁이 었다. 이들 중에서

관심올 모으고 있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WIPO, 세계저작권협약 풍에

대한 주요 특정올 요약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지적채산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협약/기구 체결 년도
가입국수

~긍r 정
(93.1현채)

·산업재산권 및 상호， 지리적 명칭，

파리협약 1883년 107
원산지표시， 불공정정쟁 방지 둥 포함

• 내국민대우원칙과 우선권의 원칙 와에
속지주의 원칙 채택

• 문예창작물의 보호 목적

• 내국민대우 원칙 외에 속지주의 대선

베른협약 1886년 95 일정한 국체적 보호기준융 마련함으로써

저작권법의 국제화 추구

• 최소 보호기간이 저착자 사망후 50년

·공동사무국으로서의 역할 수행
1967년

- 지적채산권 보호 촉진
세계지적 창절

재산권기구 1974년 133 - 새로운 조약의 장려와 기술지원 담당

(WIPO) UN - 각종 협약툴 사이의 긴밀한 협조 지원
기구격상

• 파려협약파 베른협약 관리

-UNESCO 주관하에 미국과 남미국가들

세계저작권
참여

협약(UCC)
1952년 90

• 저작권에 관환 국제적인 보호 증진 목적

• 베른협약보다는 보호수준 낮음.

자료) 왕윤종， r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채 J， 정책연구 93-22,
대와경제정책연구원， 199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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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정의 내용

UR{fRIPs논 ‘기존협청 플러스 방식’올 채택함으로써 4채

의 기폰협약을 원용하고 있다. 즉， 공업소유권 관련의 파리협약， 어문

및 예술창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i 실연가， 음반져작자， 방송사업자

풍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 집적회로에 관한 국제지적채산권협약 둥

올 준용하고 었다.

URjTRIPs의 전체적인 구성은 전문과 총 7부， 73조로 구성되어 있으

며 내용의 거본적인 방향은 관련 국제조약올 최저보호수준으로 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방식￡로 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DR의 다른

의제와 닿려 GAIT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본원칙

면에서 기존의 지적재산권관련 국제조약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야

는 각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에 커다란 영향올 주제 될 것으로 판

단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원칙 분야에 었어서 GAIT의 최혜국대우원칙

이 적용됨에 따라 한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에 부여하는 톡혜조치는 다

른 체약국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여권과 상충

되는 개념인 권려소진의 원칙39)면wustion Doctrine; First·sale Doc삶00)

에 있어서는 각국에서 자유롭게 권리소진에 관한 원칙울 결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보호71준에 있어서는 UR/TRIPs애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의 범위는 기폰의 지적재산권 판련 협약에서 포괄하고 있는 내

용보다 훨씬 넓으I잭 철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고 었다.

39)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적법하게 만들어진 복제본(특허물품 포함)을 일단 판

매하면 그 복채본의 권리자는 본래 권리자의 배포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활 수 있다는 원칙임. 즉， 제1의 판매로

써 권리자의 권리는 소진된다는 것임. (법무부， rUR협정의 법적 고찰J ， 법

무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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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법올 신설합으로써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제

도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5) 영향 분석 및 대옹방안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한층 캉화됨에 따룬 파급효

과는 픈 흐름에서 우리 원자력계에 두가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첫째， 부정적 측면으로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용이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논 선진국들이 이전되는 기술의 보호범위에 있

어서 과거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올 제시하고 기술이전의 대가(loyalty)

도 상당히 많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툴째， 긍정적 측면

으로서， 기술개발 노력 및 투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기술개발이

확대될 것이다. 이는 지적채산권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로 보호

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골 캐언이나 기업의 이익에 직결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이제 경쟁력올 갖출 수 없기 때푼야다.

URjTRIPs 협정이 발효됨으로 인해 우리는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를

협정애 맞도록 수정하고， 협정의 발효로 제채 받게 되는 현행 유통구

조를 개선하며， 기술개발 촉잔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올 확보하고 그 관

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라나라는 이미 미국에 강요에 의해 1980년대

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션친국의 제도를 보강하였기 때문에 신설해야

할 부분은 거의 없으며 알부 제도의 보호범위 혹은 보호기간의 조청올

통해 국내제도의 정비가 완료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확보에 관해서는 다음파 갈은 대용방안올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원자력계에도 똑갈이 적용된다.

첫째， 技術權利化에 대한 관심올 제고시킴으로써 국면플로 하여금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도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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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툴째， 기술정보의 공유나 공동채발올 통한 권리외 공동소유를 유도

하는 방안으로서 특허를 공유할 수 있는 교차특허사용(따oss-licensing)

혹은 특허공유(patent pooling)를 촉진시키논 전략을 추구하여야 한다.

셋째， 과거의 기술모방이나 기술도입올 통한 방식으로부터 기술혁신

또는 개발에 의한 경영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기술올 개발하는데 사용된 외부의 정보카 영업비밀권의 첩혜

행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세심한 주외가 필요하다. 특히， 정식계약에

의하지 않고 사용된 기술4이로부터 파생된 것은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다.

다섯째， 지적재산권올 담당하는 전문인력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전푼인력은 관련 기술에 대한 상세한 분석뿐만 아니라 소송의

과청i 외국어 능력， 문서작성 및 협상력의 배양 동 전 분야에 걸친 능

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척재산권 담당부서를 경영자 적속으로 하여 기술개발시

기술조사률 선행하고 현황올 파악하여 연구개발이 효윷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일곱째，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올 특허로 풍록할 것인가 혹은 영업버

빌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여야 한다. 외국의 기술발전상태를 고려

하여 일정거간 안에 개발가능한 것은 특허를 통해 권리를 획득하는 것

이 유려하지만， 외푸에서 단기간에 개발이 불가놓하거나 껴솔특성상

우려 고유의 것으로 인해 장기적으로(혹은 영구적으로) 권리흘 향유할

수 있올 갱우에는 영업비멸로 보호·관리함으로써 효용성올 극대화할

수 있다.

40) 영업비멀， 등록된 특허 둥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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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닮째， 도입된 컴퓨터프로그랩올 수정하여 개발된 향상된 프로그램

은 권리의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프로그램의 도업계약시에

분명히 혜 두어야 한다.

채 4 절 정부조달협정

1993년 12월 15일 R 협상의 타결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정부조달

협정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하였다.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올 포함하여 예외 없는 포괄적 시장

개방올 의미하는 DR의 엄청난 충격에 가려져， 정부조달협정은 상대적

으로 칸과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원자력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은 DR보다는 한전올 포함한 청부기관의 조달시장에 돼한 개방

을 약속한 정부조달협청의 가업으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정부조달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입에 따른 문제점 및 그 파급효과률 살펴

보기로 한다.

1. 캐 요

가. 배 검

정부조달협정은 GATT내 7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언 동경라운

드에서 채택된 다자간 협정중의 하나로서， 정부가 조달하는 재화에 대

해서도， 보호무역주의콜 퇴치하고 자휴무역주의를 추구하여 쩨계무역

의 확대를 꾀한다는 GATT의 기본정신올 확대하자는 취져에서 비롯되

었다.

그동안 청부의 조달시창은 공공거관의 특성올 언청하여 내국만대우

원척의 적용 의무가 면체되어 있었다，41) 이러한 예외조항올 이용하여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올 보호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한 국내기업들올

-39-



육성할 수 있었다.4깅 그러나 정부조달이 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

여 늘어나면서 국산품 우선구매원칙4키 퉁 정부조달의 차별적 무역 관

행은 세계무역의 신장올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여져지게 되었

다. 또한 정부기관 혹은 청부용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쉽자 않게 되어

정부조달에 관한 예외조항올 무조전척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세계무역

의 확대와 자유화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생 71체 되었다.44) 이에 따라

정부조달 부문에 있어서도 최혜국대우 원칙 빛 내국민돼우 원칙올 확

립하게 되었다.

나. 청 과

OEeD는 정부조달 분야의 외국치업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펙

하기 위한 노력올 1963년부터 착수하여， 회원국간의 장기간에 철천 협

상올 통하여 1973년 ‘정부조달 구매의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대한 초

안’(Draft Instrument on Government Purchasing Policies, Procedures and

Practices)올 작성하였다. 이를 근거로 수년칸의 협상 끝에 1978년 7월

본(Bonn) 정상회담에서 정부조달협정 초안이 작성되었고， 그후 양허기

관과 구매 계약액의 하한선에 대한 합의를 통해 1979년 4월 동경라운

드에서 9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하나로 추진되어 체결되었으며， 1981

년 1월 1 일 발효되었다.

41) GAIT 협정 제3조 8항에는 “상엽적인 재판매 또는 상엽적 판매를 위한 체

품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최종수요자로서의 정부기관의 물품 구

매”에 대해서논 내국민대우 원칙올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었음.

42) 대우경제연구소 펀， r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J ， 한국청제신문사， 1994.

43) 예를 콜면， 미국의 ‘Buy Amen떠n Aet'Y- EC의 ‘EC내 물품우선구매원칙’

등이 있음.

44) 법무부， rIJR협정의 법적 고찰J ， 법무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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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훤 문제점틀올 보완하기 위한 후속 협상

결과 1987년 2월 개정서가 채택되었고， 가존의 물품구매 외에도 려스，

엄대， 할부 구매를 포함하는 퉁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1988년 2월 14일

밥효되었다.

1993년 12월 15일에는 DR에서 무역자유화 대상올 상품에서 서비스

로 확대했던 것에 보조를 맞추어 정부조달협정 가입국간에도 협청 적

용대상올 물품뿐만 아니라 건설 및 서비스까지 추가하는 확장협상이

타결되었다. 이 확장협상에서 새로이 채택된 정부조달협정문얘셔는 각

국 양허기관의 조달절차 상의 투명성올 제고시키기 위해서 입찰절하와

이의신청 및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하여 전체적오로 채선된 내용올 담

고 었다.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수는 24개국으로 1992년에 추가로 가입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둥올 포함하여 Ee의 12개국과， 미국， 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 풍이며， 1993년 12월 15일 우리나라가 마지막 회원국으로 가

입하였다. 정부조달협정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란

UR 각료회의에서 서명되었다.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은 1996년 1월 1일

부터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규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이 인정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다.내 용

정부조달협청의 가장 핵심적언 특청은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월칙이 협정 가입국간 조달 분야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

다는 것이다. 모븐 협청 가입국틀은 다른 협청 가입국의 조달 공급자

에 대해서 업찰참가 제한 풍 시장첩근올 제한할 수 없올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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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공급자들과 동퉁하게 내국만대우릅 해주어야 하며， 어떤 특청

한 공급자에게 특별한 우대조치를 취혜서는 안된다. 특히 자국 내에

설립되어 있는 가입국의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가 적용되어

야 한다. 또한 정부조달올 위한 양허품목이 와국으로부터 수입될 경우，

통상적언 무역상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올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쩡하고

았다.45)

정부조닿협정의 개방 법위는 기존의 청부조달협정에서는 중앙정부

기관의 물품 구매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에사는 대상

기관이 확대되었올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까쳐 포함하게 되었다.

DR에서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양허함으로써 개방범위가 결청되는

것파는 달리， 청부의 조닿기관중 대상기관올 양허함으로써 이를 양허

기관이 구매하는 일정액(하한선)어상의 조달시장이 바로 개방 대상이

된다. 하한선의 기준은 IMF에서 미국 달러를 대신하여 국제거래의 결

제를 위해 만든 화폐단위인 SDR4이(Special Drawing Rights)로 표시되며，

각 협정국은 SDR로 표시되는 하한선에 해당확는 곰액올 매 2년마다

자국 통화로 고정하게 되어 있다.

2. 우리나라와 정부조달협정

가. 가업 경위

우리나라논 동경라운드 당시안 1979년부터 1983년까지 3차

례에 걸쳐 가입협상올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 우리의 양허내용에 해당

되는 조달액이 국내 총 조달규모에 비해 작았고， 미국 풍 선진국의 관

45) 그러나 이 규정이 수입과 관련되는 관세 및 과정금의 부과나 기타 수업관

리장의 절차를 구속하는 것은 아님.

46) 최근 환율을 고려할 때 1 SDR은 약 1， 100원 청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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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분야가 양허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업이 좌철되었다.

한편 대미 푸역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1989년 환·미 통

상협상시 미국의 1989년 N’fE앤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에서 한국

의 차별적 조달관행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한국전력꽁사， 환국전기통선

공사， 한국데이타통신과 같은 청부투자기관의 차별 관행이 지적되었다.

1989년 미국의 슈퍼 301조 관련 대마 사전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조달협청에 가업할 것올 약속하였으며， 1990년 1

월 한·미 통상협상에서 동년 중에 가입신청서를 채출하기로 합의하였

다.4η

1990년 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청부조달협정에 가입하기로 정부의

공식 방침이 결정되였으며， 1990년 6월 대외협력위원회의 의결올 거쳐

서 최초 가입안올 확정하고， 이것올 GATT 정부조달위원회에 공식적으

로 제출하였다.

가업 협상과정에서 미국 퉁 주요국가는 기존 가업국간에 협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협정문올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중인 확장협상에 참여

하여 확대휩 범위로 가입할 것올 요청하였으며， 우려 청부논 1991년 8

월에 대외협력위원회의 의결올 거쳐서 확장협상에 따플 새로운 양허안

을 확정하여 GATT에 체출하는 둥 확장협상에 계속 참여하였다. 1993

년 12월 15일 확장협상이 타결되고 우리나라는 24번째 회원국으로 가

입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양허내용

정부조달협정의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의 협의

47) 한국전기공업진홍회. rGATI 정부조달협정 가업에 따른 중전산업의 전망

과 대책J.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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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표 2-8과 같이 중앙정부기관， 쳐방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풍

총 80개 기관올 양허하였다.48) 중앙행정기관온 경제기획원， 통일원 풍

24개의 정부부처， 감사원， 국무총리 비서실， 행정조정실과 조달청， 철도

청， 국세청 동 187~의 중앙관청올 포함하여 42개 기관이 양허대상이며，

정부조직볍엑 따른 그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올 모

두 포함하고 었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 경호설， 안전기확부， 비상계획

위원회는 양허대상에서 체외되었다.49)

지방정부기관의 경우， 서울특별시 둥 6개 직할사와 경기도 풍 9개의

지방정부릅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그 직속기관， 사

업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부투자가관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풍 4개 은행， 한전，

한국통신，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둥 치출규모가 큰 19개의

정부투자기관올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채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서버

스의 구매， 예산화계법 및 동 시행령， 지방회계법 빛 동 시행령， 청부투

자기관관리법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빠 대한

단체수의계약， 그리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맞 가격안청에 관한

법률， 축산법상의 농·수·축산물 구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항공우

주산업육성법에 따른 인공위성 구매에는 협정 발효 후 5년간 척용되지

않는다.

양허거관에 적용되는 양허품목은 이들 양허기관야 협청척용 하한선

이상으로 구매하는 물품， 서비스， 건설 퉁으로서， 자세한 양혀기관 및

적용 하한선은 표 2-8과 같다.

48) 우리나라의 자세한 양허내용은 부록 C를 참조하기 바람.

49) 대한민국 정부， rGATI 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을 위한 한국의 양허안J ，

199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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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우리나라의 청부조달협정 양허내용

건당하한선

대상 양허기관
(단위 SDR ~ 1，100원)

물품 서버스 건 설

갑사원， 국무총리 버서실， 행정조정실，

정무장관 제 1，2실， 경제기획원， 통일원，

총무처，과학기술처，환정처，공보처，

τ;5ζ:'OJ-
법제처，국가보훈처，외무부，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정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13만 13만 5백만

기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42개)
체신부， 조달청， 통계청， 거상청，

경찰청， 국세청， 관셰청， 대검찰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공업진흥청， 특허청， 해운항만청，

철도청

지방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정부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

경기도， 강원로， 충청북도， 충청남도， 201칸 20만 천5백만
기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157H) 전라남도， 제주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정부
대한석탄공사， 대한팡업전홍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TE자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45만 제외 천5백만

기관 대한무역진홍콩사， 한국도로공사，

(237H)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야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관광공사， 국청교과서주식회사，

근로자복지공사，한국가스공사

정부조달협정에서 양허되는 셔버스와 종류는 건축설계서비스， 엔지

니어령서비스 퉁 49개이며， 건설부문은 기초공사， 토복공사， 건축공사

냉



풍 7개 종류를 포함하고 았다. 이번 협상에서 청부투자기관의 경우， 서

버스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번 양허대상에서 제와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많은 나라들이 추가 개방할 것올 요구하고

있겨 때문에， 향후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영향 분석 및 전방

1990년 정부부문 총 조달 규모는 약 19조원이며， 이중 하한

션 이상 규모논 약 10조원에 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의 총 조달액은 약 9조원에 이르러 총

조달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한선 이상액은 약 6조원오로 정부

부문 전채 하한선 이상액의 62%나 차져하고 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통신공사 풍 정부투자기관의 규모가 배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면 정부투자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표 2-9 양허기관의 충 조달액 빛 하한선 이상액 (1990년)

(단위 : 억원)

양허거관 짧규모 많핸 서버스 건설 합계

총조달규모 16,441 673 23,638 40,752
충앙행정거관 ........................................................ ..................................... .................................. ............................... ....................................

하한선이상액 10,374 385 8,975 19,734

져방자치단체， 총조달액 14,159 177 43,320 57,656
교육자치단체의 ......................................--................ ................................ ...................................... ........................................ .....................................

모든 소속기관 하한선이상액 11,599 42 7,153 18,794

정부투자기관
총조달액 49,947 2,480 39,730 91,797

......................................................... ................................... ..........‘ ............‘ ........ _- --......................‘ ..-.--

하한션이상액 41,559 1,745 20,260 63,564

합계
총조달액 80,547 3,330 106,688 190,205

-........-...--........--.................._...._..... ..__ ..........................- ...................................- -...................................

하한선이상액 63,532 2,172 36,388 102,092

자료 : 김재준，& 김용도， rGATTI정부조달협정 가업에 따른 국내산업에

의 영향 및 제도보완 방안J ， 환국무역협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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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것으로 예상되고 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조달협정 거업에 따른 외국기

업의 국내조달시장 잠식효과는 발전전동기가 가장 크고 전기전자거거

와 전문과학기기가 버교적 큰 시장잠식 효과가 있올 것으로 전망하고

었는 반면 사무용71 기， 철캉류， 지타 공산품 풍이 해와샤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팡하고 았다.50)

이러한 효과를 199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금액으로 추산하면，

와국껴엽의 국내조달시장 잠식액은 4，884억원인 반면 해외조닿시장 진

출에 따른 국내생산 유발액은 6，743억원에 어르러 1，859억원 청도의 개

방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

다.51)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과보호 아래 폐쇄적으로 운영확어 오던

조달시창이 개방됨에 따라 좋은 품질의 불자를 낮은 입찰가격에 공급

할 수 있올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산업구조의 개선과 기술개발 노력

풍올 통해 국제경쟁력 확보에 공헌할 수 있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냐 단기적으로는 수입 증가와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도산 동 많은

문제점이 뒤따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국업체의 국내 조달시장 잠식올 줄일 수 았는 방펀으로

조달계약올 여러 개의 소규모 계약으로 분할하는 방편올 생각할 수 었

다. 그러나 이 협정은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었으며 이러한 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개 품목이나 또는 동질의 물품조달어 I건 이상

의 계약으로 체결되거나 부홈 별로 분리되어 다수의 채약으로 체결될

경우에는 과거 12개월 동안에 있었던 이와 유사하고 반복되는 계약의

50) 김재준，& 김용도， rGATTl정부조달협정 가업에 따른 국내산업에의 영향

몇 제도보완 방안J ， 한국무역협회， 1994.

51)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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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계약 액수를 하한선과 버교해 본다는 규청올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시안적 임기웅변으로는 국내조달시장의 해외잠식에 대처

해 나갈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올 강구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조달제도의 전반척안 개

선과 예산회계법， 조달기금법 둥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령와 보완이며，

중소기업올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청비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

엇보다도 정부조달협상이 발효되는 1997년까지 관련된 국내기업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조달시장의 채방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3. 한전의 조달시장 개방

가. 조달시장 개방 범위

원자력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올 미치는 것은 한전의 조달

시장 개방이다. 선진국의 전력회사가 만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거나， 지

방자치정부에 의해 분할 경영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유일한 전력회사이 71 때문에 개방의 충격은 매우 콜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1992년도 지출액 약 5조원은 정부부문의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서， 이번 협청에서 제외된 서비스 이와의 물품 및 건설

의 조달액만도 3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하한선 이상 조달액

은 3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한전의 경우，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전겨회로의 개

폐용·보호용·접속용 가기， 전기의 배전과 체어를 위한 보드·패널·콘솔·책

상·캐비덧 가타의 기반， 절연전참·케이볼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 및 광

섬휴 케여블 풍 4개 품목(약 5천억원)과 판매용 물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올 위해 구매하는 발전연료(9천억원)는 이번 협청의 양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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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체외되었기 때문에 이들올 제외한 총 양허액은 1조 6천억원 정

도가 된다.5지

완자력 분야와 관련된 양허금액은 아직 명확하게 조사되어 있지 않

지만， 1993년 11월에 확정된 상공자원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

면 1992-2006년 동안 건설할 발전소의 총 시설용량 36,128MWe 중 원

전이 12，800MWe로서 35% 이상올 차지하고 았다. 더욱이 원전의 건설

비가 다른 발전소를에 버혜 매우 높은 것올 고려할 때， 총 양허액 1조

6천억원중 원천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크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

다.

현재 원전의 경우， 한전은 원자로 계통설계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이

후 ‘한원(연)’이라고 함)로부터， 플랜트 종합설계 및 엔지니어링은 한국

전력기술주식회사(이후 ‘한가’라고 함)로부터! 민간회사가 공급하고 있

는 주설비꽁사를 제외한 핵증거공급계통앤SSS: Nu바ear Steam Supply

System) 설비， 터빈/발전기(1’'/G)， 보조설비 둥올 한국중공업주식회사(이

후 ‘한중’이라고 합)으로부터， 핵연료는 한국원전연료주식회사(이후 ‘한

연(주)’라고 합)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1992년 현재 한전의 상한선 이상

물품 조달액 1조여원 중에서 약 6，600억원올 한중으로부터 조달하고 있

는데 이틀 모두가 개방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한 한전의 수

의계약은 1997년부터 이제 불가능해 졌으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정업

체를 지원해 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되었다. 현재 우려나라의 기

술수준올 고려할 때， 정부조달협정이 벌효되어 공정한 입찰이 실시되

면 한중의 독점공급체제가 더 아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용 쉽게 예상

할 수 있다.

52) 한국전기공업진홍회. rGAIT 정부조달협정 가업에 따른 중전산업의 전망

과 대책J.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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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분야의 대책 마련어 시급한 상황이며， 미국과 캐나다 풍

여 한전올 양허대상에 포함하도록 계속 주장혜 온 사실은 이들의 한전

조달시장 참식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특히 한중이 공급하는 상당

부분이 잠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에 따라， 한중 및 관련 하청업

체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여 한중과 직·간접적으로 함께 발전설비 제조

업무에 참여중인 1500여재의 하청업체와 6만여명의 인력중 상당수의

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될 뿔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나라카

막대한 자금과 노력올 투자하여 이룩해 온 원자력 기술자립이 불거품

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제 5 철 DR 01후 라운드 전방

DR의 뒤률 이어 논의될 국제규범의 주요 의체로 현재 거론되고 있

는 분야는 환경청책， 기술정책， 노동정책， 경쟁정책， 투자정책 풍 5개

분야이다，5히 이똘 5개 분야는 그림 2-2와 같이 국제교역의 흐름에 따른

상품 또는 서벼스의 수명주가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5찌 상품 또는 서

버스가 어느 한 나라에서 창출되어(생산단계)， ‘국경’을 넘어(국제이동

단계)， 다른 나라의 시장에서 팔리게 되면(판매단계)， 이는 국체교역의

흐름과 얼치하게 된다， 1993년 타결된 UR온 국제이동단계에 관환 규범

올 제정하여 국제간 이동올 자유롭게 한 것이다， DR이 타결된 이후 논

의의 대상이 생산단계나 판매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

다. 생산단계에서의 규법 논의는 ‘생산자는 청부 동 외부의 도움 없이

53) 1993년 7월 미국 무역통상대표부는 UR의 뒤를 이을 새로운 라운드를 제

안한다고 발표하고， 이 라운드에는 장기 5개 분야를 의채로 다루게 될 것

여라고 밝힌 바 있음‘

54) 박용태， r우루과이 라운드이후(post-DR)와 국제기술규범(째)의 전망J， 혜와

경제 전문가풍 채7분과위원회 회의자료，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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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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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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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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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투자정책

그립 2-2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명주기와 국제교역의 흐름

자기 기술에 의하여 만플어야 하고(기술청책)， 척절한 근로조건올 유지

하여야 하며(노동정책)，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형태로 생산하여야

한다(환경정책)’는 논리에 71초를 두고 있다. 한편 판매단계에서의 규범

논의는 ‘국경올 통과한 상품이 현지 시장에서 국내제품과 공정하게 경

쟁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며(경쟁청책)， 나아가 현지에서 칙

접 생산 판매하가를 원활 경우 투자에 관한 규제가 철회l되어야 한다

(투자정책)’는 논리에 기초하고 었다. 1994년 4월 모로쿄 마라케쉬에서

열린 UR 각료회의에서 선진 각국은 대표연설올 통해 환경정책， 노동청

책 및 경쟁정책과 무역의 관계를 WTO 채제 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압장올 표명하였다.

이틀 DR 이후 라운드틀온 DR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채에 영향올 미

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 이들은 단순히 국제무역 뿐만 아니라 환경

정책， 과학기술정책 둥 국가 고유의 청책올 그 대상으로 한다는 변에

서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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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라운드 (GR: Green Round)

GR이 원자력계와 관련되는 것온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첫째， 다론 산업체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산업체도 GR에서 추구하

는 국내 및 국체 규제의 영향올 받을 것이다. 둘째，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과는 달리 원자력 발전은 대기 오염물질올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

문에 온실가스 규제 둥 대가환경에 대한 규제가 실현될 경우 원자력의

업지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에 초점올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논의 배갱 몇 갱과

GR은， 아직 실체를 나타내고 있지논 않지만， 환청문제와 무

역올 연계시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흘 수립하려는 다자간 무역협상올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세계환경정치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라

는 표현이 더 많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55) 원래 GR이란 말은 미국

상원의 무역소위원회 소속인 막스 보커스 상원의원이 1991 년 10월 워

싱턴에 있는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각국이 서로 다른

환경기준올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비용의 차이가 국제경쟁력올

좌우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무역에선 환경기준 준수비용이 감안되어

야 하며， 이률 위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풍 환경문제훌 고려한 새

로운 다자간 국제무역질서 즉， GR올 출범시켜야 한다”라고 한데서 처

음 사용된 것으로 우리나라얘서논 1993년 12월의 R 타결 이후 선천

국들에 의환 국체적 통상압력이 환경규제콜 통해 강화될 것이라고 언

론에서 경각심올 높여기 위해 차주 사용함으로써 일반화되었다. GR의

55) 개러드 포터，& 자넷 웰시 브라운 저， 이해찬 역， r세계환경정치: 그린라

운드란 무엇인가J ， 돌베개， 서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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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전개과정올 간단히 나타내 보면 그렵 2-3과 같다.5이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환경과 무역이라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어

느 것을 우선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순수한 환경

보호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도 있고， 환경규제에 따른 무역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실제적요로 미국 내에서는 여러 집단들아 무역과 환경

1947-56 알반적 판세교섭 |

1961-62 달론라운드

1964-67 케네디라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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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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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UN 환경개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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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D) 의재21

1993 DR 타결

UN 지속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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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SD)

뉴-
선전국의

개별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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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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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R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환경위원회 구성

그림 2-3 GR의 형성 및 전개파정

56)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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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올 보이고 있는데， 환청단체들은 환경보호주의

적 압장에서 무역조치의 채택올 모색하고 있으며， 업계， 노통조합 및

의회는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시장점유율 하락올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환경기준의 차이를 여유로 한 일방적 무역조치의 사용올 옹호

하고 있다·57) 즉， 환경보호주의와 청제보호주의가 결부되어 미국 내에

서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를 용호하는 움직임올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관점 때분에 무역과 환정의 연계문제는 단순하게 생각

할 수 없다.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라 정치척 분제를 지니고 있

기 때문에 ‘환경정치’라눈 말이 사용되고 었는 것야다.

여기에서 논의의 중심 축은 역시 환경보호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UN따IE: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에서부터 시작된 환경에 대한 언식은 1980년대에 고조되 71

시작하여 1992년 리우 UN 환경개발회의(UN CED: UN Conferl얹lce on

Environment and Deve1αpment)에서 그 꽃을 피웠다. ‘지속가놓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rn없lt)’야라는 개념이 그 자리를 완전히 잡기 시작하

였고， 산성비， 지구온난화 풍과 같은 지구환경문제에 전세계겨 공통으

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에 의문올 제가하는 국가는 이제 없다. 문제

는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훌 어떻게

딸성할 것이냐는 데 었다. 따라서， GR의 궁극적 목표는 이러한 이해관

계를 조정하고 공통으로 해결책올 찾는 것아 되어야 한다.

그런데 GR윤 ‘하나 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자’ 는 명분 하에 무역규

제를 포함한 벌칙조항올 수반할 전망이어셔 환경 초보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미숙하게 대용했다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올 가능성도 없지 않

57) 상공자원부， 「마라케시 DR 각료회의 관련자료J ， 정책해설자료， 통상정책

국 통상청책과， 19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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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점이 우리냐라의 언론들여 GR올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이다. 그

러나 어차피 선천국들의 얼방적인 환경 관련 무역조치가 이며 가동되

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차칸 협상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올 설명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올 의미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체적 움직임엑 적극적으로 대용하여 이를

우리의 환경 수준을 높이고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올 증진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잠아야 할 것이다.

나. 환검과 무역의 연계

무역과 환청이 연계될 수 있는 근거는 @각국의 상이한 규

제기준의 차이에 따른 국제 경쟁력 문제，~환경에 유해한 상품의 교

역에 대한 제재，@지구환경 보전올 위한 무역규제조치의 사용，@무역

차유화에 따른 환경 파급효과 둥올 들 수 었다.58)

무역과 환경의 연계문제가 국제적언 문제로 부상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이다. 여 당시는 무역경쟁력의 차원에서 환경규제의 기준 차이

가 집중적인 토의 및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주요 관심사는 한 국가가

업격한 환경규제 기준올 적용하게 되면 공해방져비용오로 인하여 그

국가의 제품이 경쟁력올 잃올 것이라논 것이었다. 산업활동에 따른 환

경오염은 그 산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제3자에체 손해를 업허게 되는데

이를 해철하기 위해서는 조세나 벌금의 부과3 환경기준의 설정 둥 규

제수단올 시행함으로써 오염 유발업소에게 그 비용올 부담서켜 내부화

시켜야만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논려이다.

그랴나 이러한 환경규제 수단이 국체적으로 적용될 경우 각국의 규

58) 김준한， 암기철， 한택환， 박원규， 고동수，& 윤영만， r그린라운드와 한국경

체 J , 웅찬출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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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태와 정도에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생산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비교우위에 영향올 받게 된다. 따라서 엄격한 환창규제를 운용하는 국

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 수업되는 제품에 대해 환

정규제 수준의 차이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여해야 한다

는 것이다. 여 논려는 선진국들이 환경 관련 무역규제 조치시 자주 이

용되었다. 그러나 환경규체 기준의 차이가 과연 경쟁력에 영향올 01치

는 가에 대해서는 아칙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1990년대 틀어 무역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채동장한 것은 1992년 6

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극대화된 지구환경 보호 움직임의 영향이 컸

다. 1970년대에는 무역 측면에서의 관점이 중시되었던 반면， 최근 경향

은 지구환경 보호가 추안점이 되는 방향으로 광범위한 논의와 매우 셰

빌한 대책 수랩이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셔 예전에는 물품 중심￡로

규제하던 것이 최근에는 PPMs(Process and Production Meth여s)로 불리

는 불품 생산과정에 대한 규제로 그 대상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렇

게 규제 대상이 확대훨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지구환청 보호의 긴급

성에서 찾고 았다.

국제적요로 환경과 무역의 연계 푼제가 활발허 논의되고 있논 것은

미주， 아시아， 유럽지역의 블록화 풍의 영향도 있지만 최끈 UR 타결

과정에서 소흘히 다루어졌던 환경분야에 대한 선진국 국민들 특히 민

간환경단체들의 강한 요구에서 많은 영향올 받았다고 판단된다.

다.주요 국제 환정협약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를 샤작한 것은 1972

년 UN 인갇환경회의부터이다. 스웨텐의 스톡훌름에서 개최된 이 회의

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UN 환경선언’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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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동서냉전 체제하의 이념 대립으로 별다른 진전

이 없다가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버 퉁 지구환경문체가 심해점

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1983년

UN에 의해 설립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eπld Commission on

닮1vironment and Development)’는 1987년 노르꿰어 수상인 브룬로환트를

회장으로 하여 ‘우리들 모두의 미 tql(Our Common Fut따'e)’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을 ‘미래 세대의 욕구릅 충족시키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개발로 청의하여 이 개념을 일반화시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본격화되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손으로’라는 기치 아래 브라질 리

오데자너}이로에서 열련 여 회의에서는 향후 지구환경 보전의 기본원칙

아 될 ‘라우선언’과 세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과제콜 분야벌

로 명기한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되었다. 이후 ‘의제 21’올 이행

하기 위한 ‘UN 지속개발위원회(UN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많1t)’가 결성되어 1993년 6월 ‘의제 21 ’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계획올 수립하는 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었다.5찌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가 논의되면서 大氣保全， 유해물질 규제， 동식

물 보호， 해양환경 보호， 자연자원 보전 둥의 분야에서 150여개의 국제

환경협약이 체결되었다.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으로는 @오존층 파괴

의 주원인 물질언 염화불화탄소(CFCs)， 할론(Halon) 퉁의 생산 및 소비

를 규제하기 위한 비엔나협약 및 이 협약올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정한 몬트리올 의정서，@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59) 한택환， r의제 21과 우리나라외 지속가능개발 전략J ， 정책연구 94-04, 대외
정제청책연구원， 199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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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한 인류 건강에 대한 위협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바젤협약，

@생물 다양성의 보호률 위한 생물자원올 보전하고 생명공학기술 분야

에서의 국제협력올 증진시키기 위한 생물다양성협약，@화석연료 사용

에 따른 이산화탄소 풍의 온실가스 배출올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협

약 퉁이 있다.60) 이중 원자력계와 특히 관계가 있는 것은 기후변화협약

이다.

기후변화협약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둥의 온실가스

배출올 억제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모든 가입국의 공통의무로서 온설가스 배

출 및 홉수량 측정， 통계자료 작성， 기후변화 완화조치 퉁 협약이행올

위한 국가쩨획의 수립 및 이행，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조치의 개

발 및 적용 풍올 규청하였다. 또한 선진국플(OECD 및 동구권 국가)의

특별 의무사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올 2(뼈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국가정책 채택 및 구체적 조치 시행， 협약 이행올

위한 對개도국 ;;t~정 및 기술지원 풍올 규정하였다. 이러한 의무사항

풍 협약 이행 관련 정보를 상술한 ‘국가보고서’를 가입국 회의에 선전

국은 협약 가업후 6개월내， 개도국은 협약 가압후 3년내에 체출하도록

되어 었다.61) 현재는 특별 의무사항 이행국이 OEeD 및 동구권 국가로

한정되어 었으나， 신규 OEeD 회원국올 고려하여 1998년 12월 31일까

지 이 대상국올 재검토할 예청으로 되어 있어， 향후 우리나라도 。ECD

에 가입하게 되면 이 대상국으로 분류뭘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적

60) 김준한， 임기철， 한택환， 박원규， 고동수，& 윤영민， r그란라운드와한국경

저L. 웅진출판. 1994.

61) 유상회， r기후변화협약과 한국산업J. 청책토론회 자료， 산업연구원. 199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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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은 아산화탄

소를 거와 배출하지 않으므로 국제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실현

될 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올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라. 향후 논의 전방 및 대용방향

DR 협상에서는 환경과 무역문제가 독립된 주제로 다루어져

지는 못하였오나， DR 조문에는 환경 관련 조항이 많이 추가되었다.

DR 최종협정문은 그 전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올 지향하고 있음올 명

서하고 있으며， WTO 내에 무역환경위원회를설치할 것에 합의하였다.

가술장벽협정문은근본적인 변화는 없오나 환경관련 내용이 보다 투명

하게 되었으며， 동식물위생검역규정은동식물 및 언간의 건강과 보호

를 위한 조치의 사용올 언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조금의 경우 20%까

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정과 관련하여 DR이 이룬 공적중 가장 큰

것은 개도국 수출품의 선진국내 시장 접근올 용이하게 하여 개도국의

빈곤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받고

았다.

1994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DR

각료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이 하에 무역환경위원회뜰 설치한다

는 각료결정이 채택되었다. GR이 언제 가시화될 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1995년 설립될 예정인 WTO어1 의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유무역

과 환경보호간의 관계 정립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

기에는 환경관련 규제조처의 투명성 및 명료성 보장， 제품의 생산 방

식 및 공정에 대한 규채기준， 환정보조금， 환경마크， 포장규체 퉁의 시

행기준， 분챙해결 절차의 보완， 환경비용 차이의 상계관세 부과 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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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무역문제에 대한 향후 논의는 선진국은 환경기준의 차이에

서 오는 경챙력올 보완하고 자국 환경보호를 위해， 일방척 조치를 병

행해 가면서 多者規範化 노력올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도국들도

환경보호 명분올 거부할 수 없는 데다가 장거간의 협상기간 몇 협상과

정에서의 혜외 확보 둥올 위해 다자규범화 노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환경보전올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 조치는 원가 상승 또는 원자채

적기 수급 차질 동 수출품의 경쟁력에 부담올 가져올 수 있으나， 한편

오로는 국내산업의 구조 개편과 기술개발올 촉전시카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환경 관련 국제무역규범은 무역 의존도가 높온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점이 많기도 하지만， 다자칸 규범으로 만들어질 경우 우리

보다 낮은 환경기준올 갖고 있는 국가와 비교하여 오히려 수출을 확대

샤킬 수 있는 이점도 있으므로 이러한 대세를 국내산업 및 무역정책에

조기에 수용하여 충격올 최소화하면서 산업경챙력올 높이는 기회로 이

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악에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술라운드 {TR: Technology Round}

’rR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올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은 현채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야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

술청책올 대상으로 한 국제규법의 제정은 원자혁계에 어떠한 형태로둔

영향올 며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초점올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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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두 배경

’fR은 사실상 아직 국제적으로 공식화된 용어가 아니며， 특

정한 국제기구를 통해 협상 중에 있거나 결파로 나타난 바도 없다.6깅

따라서 R은 과학기술과 관련한 기술 선진국틀의 규범 제정 또는 보

완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올 통칭하는 재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3)

경체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차척으로 커짐에 따라

자본과 노동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경채이론을 탈피하여 지속

척인 혁신을 통한 동적 효율성올 강조하는 기술경제이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의 대형화， 첨단화， 융합화 현상오로 재벌 국가나 기

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의 내용과 법위가 확산되

고 투자 규모와 위험성야 크게 높아지는 기술의 세계화 현상이 대두되

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선친국 그룹인 OBCD에서는 그 구체적인 대

안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이른바 ‘신국제규범(New Rules of the

Game) ’의 제정올 공식화하였다. 그 준비 작업으로 1987년부터 기술경

제프로그램 (TEP: ’The TechnologyfEconomy Progr뻐1)이라는 방대한 연구

조사 사업을 수행하여 국가별 산업별 정부 지원 내역과 효과를 분석하

였다. 야에 따라 1991년에 OBCD 작료회의에서 OECD .::i과학기술정책 권

고안이 나오게 되었고， 이것여 현채까지 선진국틀의 과학기술 관련

논의의 근간으로 자려잡채 되었다.

62) 따라서 TR이라논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면은 었으나 이미

’TR이라는 용어가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대로 쏘기로 함.

63) 박용태， r우루과이라운드 이후(post-DR)와 국제기술규범(TR)의 전망J ， 대외

경제 전문가풀 제7분과위원회 회의자료，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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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OEeD 국제가술규범

일반적으로 다차간 무역협상은 GAIT와 O또D， 그리고 미국

퉁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어 왔다. 새로운 규범이 필요할 때마다 의제

를 미국이 제기하고， 이플 규범의 골격과 기준올 OECD가 제공하고， 이

를 바탕으로 GAIT가 범세계적인 국제규범으로 완성시켜 왔다. 과학기

술의 경우도 아 범주를 벗어나져 않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과

학기술 부문의 국제규법 동향올 파악하기 위해서는 GAIT 체채하의 신

국제기술규범과과학기술 부문 판련 OECD 내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GAIT 체제의 선국제기술규범과OECD 헌장

GAIT 체제 하에서의 신국제거술규범의 기본정신

(버scip뻐혜은 ‘자유화 조항’σhe Codes of Liberalizatiα1)과 ‘국제투자와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중 내국민 조항’때ational ’Treatm많it Instruments

of the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이라는 두개의 포괄적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뼈

회원국들 칸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올 규정한 자유화 조항은 1960

년대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된 이돼 OECD외 활동에 가장 대표적

인 준거(準據)로 작용하고 있다. 내국민조항용 각국 청부로 하여금 자

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에 대해 자국 기업과 동엎한 대

우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청이다.

이러한 포팔적 규정며 새로운 국제규법의 제정올 위한 구체척 움척

임으로 대두된 원인은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각국의 과학

64) 박용태， r국제기술환경의 변화와 신기술질서의 형성 움직임 J ， 한국파학기

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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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청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이해 필요성의 중대이다. 즉， 각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명료성의 기조 하에 국제적언 판접에서 볼 때 보편

타당한 경쟁 원려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과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채로는 비공개적이고 불분명한 기준과 방법에

의해 수행확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이 점차 확대되어 국제

경챙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갑대가 형성된 것이다.

둘째는 기술의 벌전과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국제 기술활동의 범위

와 내용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규범올 보완하거나 새롭게 부각

된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접이다.

선국제기술규법은 원칙적으로는 회원국들의 자발적 준수를 권유하

는 권고사항의 형태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이 일단 명문화

된 이후에는 국제 관채의 규칙으로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권고사항

은 결정사항의 前段階的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영향은 결

코 작지 않올 것으로 예상된다.

(2) OECD의 기술경제 프로그램

1987년 일본 및 여러 회원국의 제안으로 O많D 각료아

셔회는 각 회원국플의 과학기술 정책의 위상올 확립하고 과학기술 정

책의 효윷성 및 세계화(glob때za쉰on)를 높이기 위하여 OEeD 사무총장

에게 과학기술 정책이 기타 다른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에 얼마나 영향

올 미차는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65)

1988년에 그간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OECD 내의 DSTI(Directorate

65) OECD, Technology in a Chaη'ging World (Synthesis Report of the

Technology.£,conomy Program) : Executive Summary and Policy

Recommendatu.η18， Paris, GECD 만ess Divisi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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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의 주관 하에 가술청제프로그램

(TEP)이 시착되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정책야 정부의 다

른 정책에 미치는 영향올 검토하기 위하여 10여 차례의 국제회의가

1989년부터 6월부터 1991년 2월까지 개최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OECD 각 관련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보

고서로 출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OBeD 사무총장용 OECD 각 회원국

및 OECD의 청책 지첨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파학기술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및 기업인룰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올 소집

하였다. 이 전문가 그룹에서 작성한 종합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차적으

로 요약보고서 및 정책권고안이 작성되었으며， 이들이 OECD 회원국들

의 정부에 송부되어 공식 협의 및 각국의 의견이 취합·반영된 후 1991

년 6월 4-5일 양일간의 OECD 각료회의에 상청되었다.

(3) OECD 과학기술청책 권고안

1991년 6월 4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이 과학기술의

개발 빛 확산에 대한 OBCD 회원국칸 나아가 비회완국과와 협력의 중

요성올 재확언하는 작업 이 이루어졌다.

각료회의에셔는 다음 7개 부문올 새로운 규법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올 권고하였다.66) 첫째 부문온 국제무역에 왜략올 초래하지 않는 대

학의 기초딴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문제이다. 대학여 특청 기업의 지

원올 통해 특정 71술외 연구개발올 수행할 경우 연구결과논 꽁개되어

야 하고 지적소유권도 해당 기업에 독점적으로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66) 상공자원부， r마라케시 UR 각료회의 결과J ， 보도자료， 통상정책국

국제협력콰， 19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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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둘째 부문은 과학껴술 정책간의 조화 문제로 개별 국가의 기술정책

은 투명성올 유지하고 국가찬 과학기술 관계에서 왜독여 일어나지 않

도록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화를 위한 규범 채정이 펼요

함올 역설하고 개별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체제에 따라 다른 국가에 미

치는 영향이 상이하고 정우에 따라 무임승차(담'00 더뼈19) 효과퉁 불공청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셋째 부문은 인력개발 문제로 연구재발 활동과 관련된 과학기술 인

력의 자유로운 이동 및 커주를 제한하논 국내 규제의 청비를 위한 가

본 규범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국가간의 교육 내용과 제

도의 차이는 인력의 이동올 통한 기술의 발전과 확산올 저해하는 요소

라고 지적되었다.

넷째 부문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지원과 공동연구에의 접근성 문

제로 산업꺼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제무역에서 왜곡올 초래하고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범 제청의 필요성이 체가되었

다. 그리고 각국별 기술지원에 있어서의 겨초， 산업， 경쟁전 연구 동의

용어와 그 법위에 대한 통일된 정의와 분류가 펼요하며 각국별 정부

지원 구조 차이를 명료화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정부가 지원

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국내외 외국인 기업 및 연구자， 연구기관

의 공정한 참여 보장과 연구 성과에 대한 참가자간의 효율적 분배와

권리에 대한 규범 제정이 강조되었다.

다섯째 부문은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로， 각국 정부는 동적

인 성장 잠재력여 있는 소위 ‘전략산업’올 선별적요로 집중 지원하고

이는 공청한 경쟁 원려와 효융적인 시창 구조를 왜푹시키므로 이에 대

한 규범 제청 필요성이 채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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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부문은 과학기술 분야에의 국제협력 문체로 국체연구개발

활동은 현지 국가와 청제 및 기술 발천에 기여하논 상호 호혜척안 효

과를 나타내므로 이를 기업에 대해 국내 기업과 통퉁한 수준에서 활동

의 자윷성 보장과 공청한 연구환경 및 조건 제공 필요성이 체기되었

다.

본 각료회의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었다.6η

(1)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밀접한 관계 및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사실올 OEeD 회원국의 경제， 과학， 산업 둥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서 공식적오로 처음으로

인정

@ 과학기술의 발전이 거시 및 미시 경제 정책과 불가분의 관

계가 있다는 사실올 재확인

@ 과학가술 정책은 어떤 한 분야 또는 지역적안 문제가 아니

고 범부처화， 범정부화 차완 협력의 절대적 필요성 인정

@ 기술선진국들의 과학기술 정책이 국제간의 마찰올 일오키고

었다는 사실 인정

@ 야미 국내 차원을 넘어션 과학기술 정책은 OECD 회원국간

에 기술 공유 차원올 넘은 기술 교류 내지는 기술 협력 차

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권고안 유도

67) OECD, Technology in a Changing World (Synthesis RejXJrt of the

Technology)lconomy Program) : Executive Summa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Paris, OECD Press Divisi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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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라운드의 특성

기술라운드의 특성은 첫째로 UR의 기본적 성격이 포지티브

셈(po뼈ve-sum game) 게임인데 반하여 기술라운드는 엄격한 채로-썽

(zero-sum game) 게임이라는 점올 틀 수 있다.68) 즉， UR이 분야별 득실

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득이 큰 방향으로 새로운 질서 (rules)를 확립하

자는 반면에， 기술라운드는 기술력에서 앞선 선진국이 아특올 취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발국에게 그만픔의 손해가 돌아가는 경기 규칙이

다. 이러한 점은 UR에서도 다른 분야에서는 모두 차유화와 개방화의

원칙여 적용된 데 반하여 기술분야만은 지적소유권 또는 표준화의 구

실 하에 관리화와 독점화의 방향으로 결정된 사실로도 업중될 수 있

다.

두번째로 기술라운드는 ‘기술활동 자체’에 대한 규범의 특성올 지난

다는 점이다. UR아 근본적으로 ‘기술활동의 최종 산물’인 상품의 거래

조건에 관한 규범으로 규제 대상이 일차적으로 상품의 교역올 본업으

로 하는 정부당국이나 기업인데 반하여 기술 활동올 본업으로 하는 연

구개발 기관이나 연구책발 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69)

라.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DR의 기술지원 보조금 규제 및 지적재산권 보호로부터 시

작된 국제질서의 재펀은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 설체가 명확하

지논 않은 상황이다. 즉， WTO 설치후 18개월 여내에 DR 타곁안에서

규정된 국제기술규범과 관련된 개념과 행동규정이 결정되고 OEeD의

국제기술규범 체정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가시화될 수

68) 전께서.

69)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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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올 전망이다 7이

현재로서는 OECD의 국제기술규범은 회원국들 간의 견해 차로 인해

강채규정(Decisions)보다는 권고안(Recomm많ldations)의 성격올 딸 가능성

이 크다. 또한 국쩨기술규법의 제정이 일반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국가

별로， 개인별로 이해와 관점의 차이에 따라 견해를 닿리하고 있어 쉽

게 이루어지지 않올 가능성도 었다，71)

최근의 국제무역 환경이 ‘상표’의 단순한 이동에서부터 고도기술 분

야에서 ‘차본’과 ‘인력’이 동시 이동하고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 차원

에서 벗어나 시스렘 차원의 무역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아

래서 마국 풍 선진국들은 자국의 국제경쟁력올 찌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발국들의 기술정책에 대한 규제의 펼요성올 제가하고 었다.

즉， 기술개발에 았어 청부의 역할올 ‘기초연구’， ‘기술 하부구조의 구

축’， ‘기술개발 여건의 조성’에 국한하고 있어 현재 후발국에서 이루어

지고 었는 기술개발 정책의 국제규제를 전제로 하는 셈이 된다. 우리

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압할 경우 OEeD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러

한 산국제기술규법 제청 움직엄에 직접척인 영향올 받게 될 것야다.

이에 대옹하기 위하여 우선 국제환경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

다. 새로운 정책의 수렵 및 보완은 장시간을 요하논 작엽이므로 변화

7이 상공자원부， r마라케시 DR 각료회의 관련자료J ， 정책혜설자료， 통

상정책국 통상정 책과， 1994. 4.

71) 콜룹비아 대학교의 넬슨(Ric뼈rd Ne농on) 교수는 “@정부의 공공지출 범위

의 조정·규제에 따른 청부의 보조와 보호의 청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2)기술혁신에 있어서의 대균모 투자， 불확실성， 외부성으로 인한 정

부지원의 정당성 존채하며， @71초·응용연구의 구분이 곤란하고，@문화적·

사회적 차이에 따른 국가별 특생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께 일체성을 강조

하는 국제가술규법의 체청은 장기적으로 볼 때 다양성의 추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율의 장점을 상설활 우려가 었다" 고 지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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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경 및 진행 방향올 적샤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재 UR의 내용 및 진행 방향이 통상 분야 및 농산물 그리고 서비스 둥

에 맞추어져 있으나 과학가술 분악의 중요성올 고려할 때 향후 4~5년

이내에 중점적인 논의체제가 수립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률 위하억 종

합적 체계적 정보망올 구축하고 분석하는 돼옹체제가 확립되어야 한

다. 또한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국제규범의 직접적

대상은 각국의 제도적 장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어를 위하여 정

부의 지원제도를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세계화와 개방화의 시류애 따라 국제협력의 강화도 당연한 결과라

고 하겠다. 현재까지의 정치 및 경제 분야에 치중된 국체협력에서 기

술 외교의 중요성올 새롭게 인석， 기술 분야에 대한 협상력의 확보와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라운드에 대한 수동적 대처보다 적극 대처하는 방안올 선택하여

기술혁신울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국가 기술혁신체제 구축의 기

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노동라운드 (BR : Blue Round)

BR은 원자력계와 칙접적인 관련은 없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다른 산업과 마창가지 정도로는 BR의 영향올 받올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애서는 간단히 그 배경 및 내용올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배 청

BR은 현채까지 그 개념이 명확히 규청된 바 없지만 대체적

으로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근로조건울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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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올 통해 만둔 상품에 대해 국제간 교역올 제재하겠다는 다자

깐 협상 움직임올 말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은 아직 없으며， 향후 WTO 체제에서 국가간 정식 논의과제로 할

것인지 억부에 대해서도 선·후진국간에 의견 조청이 되지 않은 상태이

다.12)

그러나 1994년 4월 7일의 제네바 ’me회의에서 “WTO의 작업 범위

에 추가적인 항목(a뼈iti빼 items)을 포함시키기 위한 제안올 논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올 삽입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WTO에서 ‘추가적 향

목’의 하나로 노동기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커졌다고 보

아야 한다. 향후 WTO의 정석의제로 선정이 될 경우 국제노동기구

(ILO) 규범， 기타 며국 퉁 선진국들의 관련규정 퉁이 근로기준으로 이

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활 수 있다.13)

• 급속한 경제채발올 이룩하였오나 초보적인 사회보장채도만

유지함으로써 비교우위를 누리는 국가에 대한 대용

• 아동노통과 강제노동의 금지 풍 ILO의 규법 적용

• 노동관련법올 제정하고서도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대책

• 저임금

DR이 모든 나라의 시창개방 확대를 봉한 자유무역올 지향하고 있

음에 비해， BR온 해당 개도국의 션진국 시장 진입올 제재하렴는 것으

로 보호주의적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7깅 상공자원부， r마라케시 R 각료회의 관련자료J ， 정책해설자료，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과， 1994. 4.

73) 전게서.

-70-



미국， 프랑스 풍 선진국들의 경우 최근 수년간 전반적인 경기첨체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높은 실업률로 인한 경제 및 사회 문제에 처

해 었다. 반벌， 최큰 중국， 태국 둥의 동남아 후발개도국들은 저암금올

통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선진국에서 시장올 확대하고 있다. 인건비

에서 재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때우 싸기 때문에 선진국 입장에서는 정

상적인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대내적으로 려

스트럭쳐링 (restructu납ng)， 정리 해고， 전략적 제휴 풍올 통해 인건비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외적오로는 처암개발국의 근로조건올 통상

문제와 연계시켜 이들 국가의 근로조건올 강화시킴으로써 자국산업의

경쟁력 보강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률 감소를 의도하고 있다.

나. 현 상황 및 향후 전망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wro의 작업 범위에 추가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추가적인 항목’에

국제적 근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계속 논란

이 제기될 것이나 결국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국가는 채발도

상국의 저임금도 규제대상요로 삼으려 하고 있으나 강제근로， 아동근

로， 재소자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둥 71본척 인권만올 우선

통상문제에 연계시켜 검토될 것으로 전방되고 있다.7싸

다. 영향 및 대책

1980년대 중반 어후 우리 산업의 구조조청이 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고， 1980년대 후반 두차례(’87， ’89)의 노동관계법 개정파 사

74) 최용일， r뉴라운드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J ， 경체교육자료 9401, 한국개발
연구원 국민정채연구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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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별 노사간 협상에 의해 기업들의 근로조건과 환경이 꾸춘히 개선

되어 왔다. 따라서， 산업체에 주는 BR의 충격은 UR이나 GR만큼 크지

는 않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BR이 아동근로， 죄수고용 풍 ILO 규정중 언권척 차원의 문

제에만 국한될 정우 우리 업장에서는 벌 부담은 없을 것이다. 노통권

보호와 무역의 연계로 가장 륜 타격올 업올 국가는 중국 풍 아시아 후

발개도국과 중남미 국가로 예상되며， 이 경우 저임금 활용 목적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에게 불려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되， 관계부처간 실무 협의체제률 운

영하여 대내외 청책올 조옳하고， 대외적으로 진전상황올 신속히 파악

하면서 우리나라 근로수준 및 勞·社·政 협조모렐 둥올 적극 홍보하고

내부적으로 저적 가능한 부분의 자체 보완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경쟁라운드 {CR : Competition Round}

CR은 국가의 산업정책중 경쟁정책에 관한 것오로서， 현재 독점

체제로 유치되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체제에 명향올 미칠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초점올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논의 배정

정챙정책이 통상협쌍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아유는 세계화되

고 있는 세계경제의 구조 채편에 따라 통상마찰 요인이 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와 자유화와 기업의 국제화가 광범위하게 친천되면서

세계경제는 상품과 차본의 국제적 이동이 차단 없어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화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 시장구조와 기업관

행 측면에서 국가간 경제체제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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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플면， 미국시장온 경쟁적언데 반

하여 일본사장은 경쟁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본가업은 자국시장에서 획

득한 초과 이윤올 기초로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누컬 수 있어 미국

과 일본의 마찰이 생기채 되는 것야다.7잉

따라서， 통상마찰의 대상이 국경장벽과 외국기업의 차별문제에서 기

업관행과 시장구조의 문제로 이행하게 되며， 통상협상올 통해서 풀어

야 할 과체가 그림 2-2에서와 같이 ‘개방과 내국민대우의 관철’에서부

터 ‘경쟁조건의 평준화(level playing fiεld) ’로 이전되게 된다. 경쟁조건

의 평준화는 시장접근의 유효성올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 시장의

경챙 제한적 성격올 제거하여 실질적인 시장첩근올 확보하자는 것아

다. 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무역정책의 범위를 벗어나

경쟁정책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 경쟁정책이

통상논의의 대상으로 둥장하게 된 것이다.

나. 경쟁정책의 통상이슈화 현황

2차 대전 아후 경쟁청책의 규제대상인 기업의 제한적 거래

관행 (restrictive busin않s practices) 에 대한 다차간 혹은 국제기구 차원에

서의 규제 논의는 하바나 헌장， UN, OECD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지난 1991년부터 OEeD에서 본격적흥로 심총연구가 친행되고

있다.7이

1992년 다보스(Davos) 회의에서 브리탠α.eon Bri없n) 당시 EC 집행

위원회 부위원장이 GAIT에서 경쟁정책올 다룰 때가 왔다는 견해를 공

75) 상공자원부， r마라케시 때 각료회의 관련자료J ， 정책해설자료，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과， 1994. 4.

76) 김정수， r무역과 경쟁정책: OECD의 논의 J ， 정책자료 93-10,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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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1994년 1월 브뤼셀에서 미국의 를련턴 대통령

도 “UR의 타결 만으로서는 세계무역절서의 토대가 충분하지 못하며

세계무역과 관련하여 환경보호， 노동자의 복지， 자유로운 투자， 기술청

책 및 공정한 경챙규칙의 마련여 필요하다”고 천명하였다.7끼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지역적 및 쌍무척 차원에서 경쟁정책이 통상

이슈화 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 NAFI’A는 회원

국간에 경쟁정책에 관한 협조와 조정의 필요성올 명시하고 었으며 EU

는 공통경쟁정책올강화하는 한편 여타 유럽 국가들의 경쟁정책올 EU

의 수준으로 수렴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쌍무차원에서 호주와 뉴질

핸드는 반덤핑조치를 경쟁조치로 전환하는 협정올 체결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구조조정 협의와 경제포괄 협의를 통하여 심층척인 논의률 진

행하고 있오며， 미국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독점금지법올 역외 척용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O또D는 1960년대이래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문제에 관하여 광범

위하고 섬충적인 연구를 전개하고 있어 갱챙정책에 관한 다자간 논의

가 태풍하면 O또D가 선도적 역할올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1년

부터 OEeD 무역위원회와 경쟁법·정책위원회는 경쟁정책의 국체규볍

수립올 목적으로 연구작업올 추진하고 있다. 양 위원회는 무역정책과

정쟁청책이 상호 영향올 주고받는 분야78)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경챙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국체적 기업합병과 경쟁법의 수렴화 방안윷

연구하고 있다.

77) 상공자원부， 「마라케시 DR 각료회의 관련자료J ， 정책해설자료，통상정책국

통상정책과， 1994. 4.

78) 상호작용 분야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정책 분야와 무역에 영향을

미쳐는 경쟁정책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정책에 보완효과를 유

발하거나 상충효과를 초래하게 됨，

-74-



경쟁정책 중에서 상호작용 문제에 대한 연구작업은 크게 세단계로

추진되어 왔다.19)

@ 무역정책과 경쟁정책 조치 중에서 상충효과를 초래하는 분

야추출

@ 이슈별 심층분석올 통하여 상충효과를 초래하는 요인 파악

@ 상호작용 문제에 관한 정책올 공동의 준거 위에서 수립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이 연구의 향후 작업계획은 상호작용 분야에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

을 도출하고， 경쟁분야에 관하여 WTO 동 국제기구의 규제농력 여부와

궁극적으로 경쟁원칙올 다자간 국제규범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필요성

과 실혈성 여부를 연구하기로 되어 있다.

다. 규범화 대상

DEeD에척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확고 있는 규범화 대상

분야는 크께 수척협정， 수평협정， 유통체제에 영향올 미치는 정부규제，

독점지배력의 납용， 국제적 기업 인수 합병， 덤핑과 반덤핑조치， 기업간

국제협정 퉁 7가지로서， 경쟁청책의 국제규범화는 경쟁정책의 적용이

느슨한 국가의 경쟁규범올 강화하는 방향오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

다. 이 규범은 수입국 기업들의 반경챙적 관행올 규체하여 외국상품

및 기업이 수업국 시장에 경챙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첩근할 수 있는

시장접근의 유효성올 보장하고， 수출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 특히 수

출카르텔올 규제하여 국제경쟁올 촉진하며， 불공정수업에 대항하는 반

텀핑쪼치가 국내경쟁자를 보호하는 대신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할 수 있

79) 김정수， r무역과 경쟁정책: DECO의 논의J ， 정책자료 93-10, 대외경채정책

연구원， 199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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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챙청책에 입각한 죠치로 전환하는 것올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

다.

라. 영향 및 대송방안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규범화는 산업청책 우션주의적연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를 산업정책파 경쟁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제구조

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긍정적 영향으로서 경쟁 촉진올

통한 사회생산성과 기업경쟁력악 제고가 이루어질 것이며， 부정척 영

향으로서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하에서 경쟁력을 향유했던 수출기업은

고전올 겪올 것이며 외국상품과 기업의 국내시장 접근은 보다 용이해

질 것아다.

현재 태동하고 었는 경쟁정책 논의에 우리의 이해률 반영하기 위해

서는 논의의 대상에 세계기업들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

는 규제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라 기술올 바탕

으로 한 독점력의 남용， 세계적 수준의 외국기업틀이 수직통합과 다양

한 형태의 수직협정올 체결하여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률 행사함오

로써 초래되는 국내 경쟁제한 문제， 그리고 국내기업의 국산화 지술개

발시 이를 도태시키기 위한 외국기업의 덤핑 가격전략 문제 풍올 구체

적 문제로 제기할 수 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논 궁극적으로 경쟁정책의 강화를 요구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옹하기 위하여 규제효과의 양면성과 합리원칙에

입각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댐



채 3 장 국체규범의 변화가 원자력계에 마처는

영향

DR 및 정부조달협정 풍 국제규법의 변화가 원자력계에 며치는 주

요 요인 및 영향은 그림 3-1과 같이 칸략히 표현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는 제2장에서 살펴본 국제규범의 변화를 바탕으로 원자력계에 영향올

미처는 주요 요인들올 살펴보고， 이들이 원자력 연구개발과 원자력 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요변화

·UR 타결

- 정부 보조금 제한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1....1\

·정부조달협정 가입 I r

- 한전 조달시장

개방

·UR 이후 라운드

- ’rR, GR, CR 등

주요요언

·정부의 정책척 보호

제한

·외국 업체의 태도

변화

·기술개발환경의

변화

·기술개발 언식 증대

·국제시장 진출 기회

증대

추요영향

·기술개발무산우려

- 기술 적용 기회

감소

다 I -기술개발 투자
I 재원 부족

·원자력 산엽체 경영

악화

- 수주물량 감소

- 하청업체 전락

그림 3-1 국제규범의 변화가 원차력계에 미치는 영향

책 i 절 영향 주요 요언

국제규범의 변화로 원자력계에 영향올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다

음 다섯 까지를 크게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청부와 정책적 국내산업 보호에 대한 제한이다. 정부논 이제

내국민대우 원칙이 DR 및 정부조달협정에서 강화됨에 따라 국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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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제한 받께 되었다. 즉， 외국업체도 이체

국내업체와 동몽하제 대우해야 함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국내산업올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점차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조달은 많은 경우 정부의 청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으로 활용되어 왔다.8이 예를 들면 71술개뿔， 특정 산업의 육성， 중소기

업 보호 둥올 들 수 있다. 첨단기술 개발올 촉진하가 위하여 첨단산업

체품올 정부가 안정된 가격으로 일정 기간 구매함으로써 최소한의 수

요를 보장해 줄 수 있으며， 첨단제품 개발에 틀어깐 연구개발 비용올

정부조달올 통해 어느 청도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조달

올 통한 청부의 정책적 지원이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게 되면 제한올

받게 된다. 원자력의 경우도 이애 예외는 아니다. 원전 조달의 경우 정

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한전여 분할계약체제를 통해 국내 업체에게 수

의계약으로 수주를 줌으로써 원자력 산업올 육성하고 원자력 기술자립

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야제 이러한 정부의 청책적 지원은 한전

조달시장의 개방으로 체한올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당장 원자력계에 직접적오로 영향올 머치지는 않올 것오로 판

단되나 정부가 중소기업 퉁 국내업체의 육성올 위하여 지급하던 보조

금도 DR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따라 채한올 받체 되었다.

툴째， 국제규범의 변화로 우리가 고려해악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

나가 외국업체의 태도 변화이다. 이제까지는 정부조달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외국업체도 이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몫올 확보하

기 위하여 계약 체결아나 기술이전 동에 었어서 고자세를 유지할 수

없었다. 더욱이 원자력 시장이 공급착 시장(seller’s market)에서 수요자

80) 김재준，& 김용도， rGATTl정부조달협정 가업에 따륜 국내산업에의 영향

및 제도보완 방안J ， 한국무역협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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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장(buyer’s market)으로 변함에 따라 공급 과영 상태를 유지하여 외국

원전업체에게 우리가 고자세를 유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한전이 국내업체에게 우선

권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업체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권올 여용하여 그동안 어느 정도 쉽게 이루

어졌던 기술이전 계약 둥이 앞으로 차질올 벚올 가능성도 폰재하게 되

었다. 외국업체가 자본주의 서장경제체제에서 거엽의 속성상 이윤 극

대화라는 개념 하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자

명한 일이다. 이제까치 우리 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

여 우려 업체에게 인간적언 대옹올 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셋째， 기술개발 환경의 변화이다. 과학기술악 발천과 함째 과학기술

이 국력 및 경제발전의 주요 요소가 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과학가술패

권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어 핵심기술의 이전 기피 심화， 기술이전 대가

의 중대 퉁이 예상된다. 또한 국가의 고유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던 과

학기술정책도 국제규범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입이 있어 개도

국이 선진국으로 발톨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작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가 강화되고 지적재산권애 대한 인식이 세계

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이쩨까지의 복사 위주 가술개발은 효용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기술개발에 대한 경쟁여 더욱 치열해질 것아다.

넷째， 기술개발 및 경영합려화의 펼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이다. 국

제규법의 변화에 따라 모든 산업체는 이체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 남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살아 남기 위한 기술개발 및 경영 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 야에 대한 투자 맞 노력이 확산될 것

이다. 이는 창기적으로 싼 가격으로 질 좋은 제품올 공급할 수 있는 바

탕올 따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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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제 원자력 시장 친춤 기회의 증가이다. 우리의 시장이 개

방됨과 동시에 외국의 시장도 개방되기 때문에 우리도 정쟁력 있는 기

술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81)

재 2 철 원자력 연구개할얘 미치는 영향

DR의 기본청신에 따라 국제무역올 왜곡시킬 수 있는 기업에 대환

청부의 지원이 제한받게 되었다.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제한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DR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의

해서 정부의 보조금이 제한 받는 것이고， 둘째는 그동안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원자력 산업체에 주어졌던 기술개발 재원이 수의계약이 불가

능해짐에 따라 더 이상 지급되기 곤란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두 측면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 원자력 싼업체의 기술개

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재발 분야

한원(연)과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은 DR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청에 따른 영향올 받지 않올 것으로 판단된다， UR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의하면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제한 받게 된

다， DR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이 원자력 연구개발에 있어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허용보조금중 연구개발 지원올 산업연구의 경우 75%, 경

쟁전 개발활동의 경우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문구 때문이었다.

81) 원전 수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업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야익은 제환적일 것으로 판단됨. 마국야나 일본의 경우 정부조달협정

에 가입은 하였으나 전력회사들이 민간71 엽이어서 정부조달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개도국의 경우 전력회사가 국영야라 하더라도 정부조달협정

에 가업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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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문구가 연구개발 지원은 75%나 50%까지딴 허용된다는 부정적인 측

면에서 해석되는 바람에 청부출연기관의 연구개발에까치 영향올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UR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상에서의 ‘연구개발 지원’ 언급

은 부청척언 측면이 아니라 75%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청부의 지원이 제한 대상이 되려면 아래

세단계의 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정부의 지원이 협청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협청에 규정한 보

조금의 정의애 따라 보조금에 해당되어야 한다.8깅 둘째， 보조금에 해당

한다 하더라도 특정성이 없으면 상계조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특정성이 았는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 지원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은 청부에서 먼깐기관에 주

어지는 것이 아냐므로 보조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죽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은 DR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따라 아무 영향

올 받지 않는다.8정

또 하나 원자력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분야는 연구개발

서비스 개방문제야다. DR 서비스 협상얘서 우리나라는 인문·사회과학

82) 보조금의 정외에 대해서는 체2장 제3철을 참조하기 바람.

83) KAERI에서 원자로 계통설계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이 보조금

에 해당되어 제한을 받채 된다는 논리가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 KAERI를

민간기업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원자로 계통설계기술은 이미 KAERI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출연 부문에서 원자로 계통절계 자체에 대해

혜택을 준 것이 없으므로 정부출연 부문은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음. 그리

고 KAERI가 일반기업이고 정부출연 부문이 원자로 계통설계와 칙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DR 보조금 빛 상계초치협정애서는 원자로 계통설

캠를 위한 기초연구의 경우 100%, 산업연구활동의 경우 75%, 경쟁전 개발

활동의 경우 50%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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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연구개발 서비스를 개방하였으나， 원자력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와 연구개발 서버스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정부조달협청에서도 연구개발 분야의 서비스는 양허대상에셔 제와하였

다. 따라서 정부에서 공모하는 연구개발 분야에 외국 연구겨관이 용모

할 수 있는 자격을 반드시 부억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DR 및 정부조달협청이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에 미치

는 영향은 없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fR과 같여 국가 과학기술정

책을 국제규범의 톨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아 있어 이에 대한 돼

비책 마련은 시급하다.

2. 원자력 싼업채의 기술재발 분야

원자력 산업체가 기술개발 분야에서 받올 영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경쟁체채의 도입에 따라 한전올 통한 청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불가농할 것오로 판단된다. 현재 한전은 한기， 한중，

한원(연} 풍과의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에 기술개발올 지원하기 위한 기

술료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한전올 통해 기술개발

에 필요한 일부 재원올 원자력 산업채에 치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수의계약일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경쟁체채가 도입되면 이러한 기술개

발 투자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여다. 왜냐 하면， 경쟁체제 하

에서는 꽁개입찰에 따픈 수주가 원칙이므로 기술개발비를 포함한 입찰

가격으로 수주할 가놓성은 전혀 없올 것으로 판단되가 때문이다* 따라

서 가장 번저 경쟁체제에 직면하게 될 원전 거자채 제작의 경우84)， 한

중은 기술개발 지원올 더 이상 한전과의 계약금액에 포함시켜 받올 수

84) 한전은 1997년부터 외국업체를 포함하는 경쟁체제가 펼수적임에 따라 현

재의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를 1995년 해제하여 국내업체들야 경쟁체제에

익숙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비공식적으로 밝현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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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올 것으로 판단된다. 한기의 경우도 차후 한전의 서버스 조달시장이

개방되게 되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UR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서도 민간에 대한 청부의 연

구개발 지원이 허용되기 때문에 청부가 아들 겨관에 별도로 연구개발

지원비를 지급할 수는 었으나， 현재의 우리나라 여건상 매우 어력울

것으로 판단된다.

툴째， 국내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업체의 태도 변화로 기술이전의 어

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이전되는 기술의 보호범위에 있어서 과거에 비

해 까다로운 조건올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기술이전 대가(loyalty)의 증

가도 예상훤다. 또한 기술개발시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수적이다. 특허에 대한 사천 지식이 없이는 통상마찰올 빚을 우려가

있으며， 이며 특허화된 기술올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노력야 무산될

수도 있다.

제 3 철 원자력 산업때 마칙는 영향

국채규범의 변화중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85)에 가장 영향올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부조달협청 가업에 따른 한전의 조달시장 개방이

다. 본 절에서는 원자력 산업에 미차는 영향올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

고 각 분야별로 그 영향올 분석해 보고자 한다.

85) 원차력 산엽은 원자력 발전산업 이외에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생

산과 산업척， 의학적， 농학적 이용 등이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산

업중 가장 비중이 큰 원자력 발전 분야만 다루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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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가. 원천 현황 맞 추친과청

우리나라의 원전 현황은 표 3-1과 같다. 우리나라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를 비롯하여 총 971의 원전올 운전중애

있고， 771외 원전올 건설중에 있으며， 2006년까지 771롤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었다.

분구

표 3-1 우라나라의 원천 현황

용량 | 상업

(MWe) I 운전일

고리-1 I 경남 고려 ! 경수로 I 595 I 1978. 4

고리-2 I /I I 경수로 I 650 I 1983. 7

월성-1 I 경북 경주 l 중수로 I 679 I 1983. 4

고리-3 I 경남 고리 | 정수로 I 950 I 1985. 9

고라-4 I /I I 경수로 I 950 I 1986. 4

영광-1 I 전남 영광 | 청수로 I 950 I 1986. 8

영광-2 I /I I 경수로 I 950 I 1987. 6

울진-1 I 경북 울진 | 경수로 j 950 I 1988. 9

울진-2 I /I I 경수로 I 950 I 1989.12

영광-3 I 전남 영광 | 경수로 I 1,000 I 1995. 3

영광-4 I II I 경수로 I 1,000 I 1996. 3

월성-2 I 경북 경주 | 중수로 I 713 I 1997. 6

월성-3 I " I 중수로 I 713 I 1998. 6

울진-3 I 경북 울진 l 경수로 I 1 ，α)0 I 1998. 6

울진-4 I “ | 경수로 I 1,000 I 1999. 6

월성-4 I 경북 청주 | 중수로 I 713 I 1999. 6

영광-5 I 전남 영광 | 경수로 I 1,000 I 2001. 6

영광-6 I " I 경수로 I 1,000 I 2002. 6

울진-5 I 경북 울진 | 정수로 I 1,000 I 2003. 6

울진~ I /I I 경수로 I 1,000 I 2004. 6

신규-5 I ? I 경수로 I 1,000 I 2005. 6

신규-6 I ? I 경수로 I 1,000 I 2006. 6
선규
중수로-1

발전소명 위치 노형

운전중

{9기)

건설중

(771)

계획중

(7가)

? 중수로 700 20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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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9년 원전 건설올 추진하기로 청부에서 방침올 결정

하고， 가압경수로인 고리 1, 2호기를 미국 웨스팅하우스(Wes뺑:house)

사로부터， 가압중수로인 월성 1호기를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Atomic

Energy of C때ada Limited)로부터 일괄발주 방식인 턴키(tum-key) 방식으

로 도입하였다. 이어 추찬된 고리 3, 4호기부터는 원전 건설방식올 련

키방식에서 한전이 사업책임올 지는 분할발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영

광 1, 2호치 및 울진 1, 2호기까지 6기의 원전올 외국업체에게 분할발

주하는 방식으로 건설하는 과청에서 국내 서비스 및 채작업체가 하청

형식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원전 설계 일부 및 기자재 제작 일부를

국산화할 수 있었다 8에 그러나 원전의 핵심기술안 원자로 계통설계는

모두 외국업체에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87)

나. 원자력 기술자렵 추진 경과

1984년 4월 동력차원부논 영광 3, 4호기 건설과 연계하여 원

전 표준화를 통한 원전 기술자립 계획을 구상하고， 1984년 9월 표준원

전 설계사업 추진율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거관간 역할 분담아 결정되

었다. 즉， 한전의 사업관리 책업 하에 플랜트 종합설계는 한기에서， 원

자로 계통설계는 한원(연)에서， 꺼기 설계 및 채작은 한중에서， 경수로

용 핵연료 제조는 한연(주)에서， 핵연료 설계는 한원(연)에서 담당하기

로 결정하였다.88) 이는 1985년 7월 제214차 원자력위원회에 보고됨으로

써 공식화되었다. 이에 따라 추진된 원전 기술자립 목표 및 실적은 표

3-2와 같다.

86)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연감J ， 1993.

87) 원자로 계통설계에 국내 기술진이 참여하게 된 것은 현재 건철중인 영광

3, 4호가부터임.

88) 한국원자력산업회의， r원자력연감J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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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원전 기술자립 목표 및 추진 실적

(단위 : %)

구 1tE3
1995년 기술자립

1993년말 실적
목표

사업관리 98 97.7

플랜E 종합셜계 95 92.5

원자로 계통설계 95 92.2
설 계

핵연료 설계 100 93.9

-까~、 계 95 92.5

원자로설비 제작 87 84.4

제 작 터빈발전기 제작 98 98.0

:1、- 계 91 88.7

핵연료제조 100 92.8

시 공 100 99.4

계 95 93.0

다. 환전 조달개방분야

현재 영광 3, 4호기의 정우 원전 건설사업은 그렴 3-2와 같

은 체계로 수행되고 있다.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한전이 담당하고 있으

며， 플랜트 종합설계는 한기에서， 기자재 조달의 주계약자는 한중에서，

주설비 시공은 국내 건설회사에서， 핵연료 공급은 한연(주)에서， 원전

시운전은 한전에서 담당하고 있다.뼈 또한 환원(연)이 한중 및 한연(주)

의 하청 형태로 각각 원짜로 계통설계 빛 핵연료 설계를 수행하고 있

다.

이중 한전의 조달 개방 대상은 그림 3-2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문으

로 원자로 설비， 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를 포함하는 겨자채 조달 부

문과 주셜벼 시공 부문이다. 원자로 계통설계는 서비스 분야로 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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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한전
l

rζ껄」쫓}鍵~빌함•?(ι

플랜트 :뤘첼짜월꿇I ;.;f· 쩔ι 뭘첼했줬ι-，ι
ι 쭈쩔ul

종합설계
효겸흡71첼

쳐훌
핵연료 시운전

한기 한중 한중 한중 건설회사 한연(주) 한전

계통

|짧 I I 협밟 I I 홉훼| 셜계 | 쩨착 |
설계

한원(연) 한원(연)

그림 3-2 원전 건설사업 체계도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칼은 사업체계에서는 기

자재 조달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채방 대상이 된 셈이다. 원전 시험

빛 검사분야는 서비스 분야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개방 대상 원전 후속기

우리나라는 현재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빠6년까지 총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었다. 한전의 조랄사장 개방은

1997년 1월 1일부터이므로 이 이전에 계약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청부

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997년 이전에 계약될 것요로 전

망되는 영광 5, 6호기와 울진 5, 6호기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

나 신규 5, 6호기의 경우 1997년， 신규 중수로 1호기의 경우 1998년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혜상되고 있어 개방대상아 훤다. 향후 추진하는

89) 한기 및 환중은 1994년 현재 한전의 자회사로 각각 97% 및 40%의 지분

을 한전이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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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전의 시장개방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규 5, 6호기의 계약연도를

1997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있올 수 있다.

2. 원자로 계통설계 분야

가. 현 황

원자로 계통설계는 현재 한원(연)에서 수행하고 었다. 경수

로의 청우 1987년 영광 3, 4호기 원자로 계통설계 책임올 쳤던 미국의

ABB-CE(싫ea Brown Boven-Combl빼on Engine않ing)사와 원자로 계통설

계 기술도입계약올 체결하여 설계요원의 기술전수훈련올 실시하고 설

계에 필요한 전산코드 및 기술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ABB-CE사와

영광 3, 4호기의 원자로 계통설계를 공동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술

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원(연)은 현재 건설중안 울진 3,

4호거의 원자로 계통설계를 독자적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으며，

ABB-CE사는 설계 결과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올 수행하고 있다.90)

야러한 가운데 ‘한국 표준경수로’를 개발하려는 시도로 원전 표춘화

사업올 추진하게 되었요며， 가능성 화진， 설계 개선에 대한 문헌조사，

본격적언 원전 설계개선풍 3단계에 걸쳐 수행하였다. 설계개선 작업의

기본방첩은 우리의 기술자립 노형인 영광 3, 4호기를 기본 모델로 하고

미국 둥 선진국의 개량형 원전개발사업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중 현실성

있는 것올 선택하고， 한완(연)의 연구결과 풍올 참조하여 원전올 고유

화하는 것야었다. 또한 설계 개선와 초점은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이

용률 증가 및 경제성 향상에 두었오며， 표준화사업의 결과는 울진 3, 4

호기에 반영되었다.91)

90) 한국원자력산업회의， r원자력연감J ， 1993.

91) 따라서 울진 3, 4호기는 한국 표준원전 1, 2호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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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로의 경우 한원(연)은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월성 2, 3, 4호기에

대한 원자로 계통설계를 캐나다 AECL과 공통 설계중에 있다- 중수로

5호기는 울진 3, 4호기와 같이 독자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았다.

나. 영 향

현재 한원(연)에서 수행충인 원자로 계통설계는 서비스 분야

로서 한전의 조달시장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계

약체계처럼 기자재 공급계약의 하청 형태로 참여할 경우 개방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자재 공급올 외국업체가 수주하는 경우

원전기술의 핵심분야인 원자로 계통설계를 한원(연)에게 맡기지는 않올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로 계통설계기술올 실제 원전의 설계에 적용하

지 못할 경우 자립된 설계기술아 사장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계

획중인 중수로 5호기의 경우는 가자재 채작이 개방되어 기술자립올 위

한 독자설계의 추진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업체가 기자재

공급을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업체가 주계약자가 될 경우 원자로 계통설계중 일부를 한원(연)

이 하청으로 수행할 수는 있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업체가

우리에게 하청올 주는 이유는 저렴한 노임단가 때문일 것여므로 핵섬

적인 업무보다는 반복작업 퉁과 같이 저급 기술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청올 받는다 해포 계약금액의 대폭적

인 하락이 예상된다. 이는 노임단가는 현재보다 상승할 수 있올 것여

나 투입되는 인력올 자신률의 기준에 맞추어 우리가 현재 투입하고 있

는 언력보다 현격하 적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계통설계자와 기자재 제작차가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으로 서로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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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계약자가 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수적이다.

3. 핵연료 설계 및 쩨조 분야

가.현 황

현재 핵연료 설계 및 중수로핵연료 제조는 한원(연)에서， 경

수로핵연료 제조는 한연(주)에서 담당하고 있다. 1980년 12월 결정된

핵연료국산화사업 71본방첨은 첫째， 경수로핵연료는 외국과의 합작 투

자 방식에 의해 국산화하며， 둘째， 중수로핵연료는 자체 기술개발에 의

하여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중수로핵연료 제조기

술 개발사업이 한원(연)에서 추진되어 성공올 거두었으며， 1987년 후반

부터 국내 수요 전량올 제조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92)

경수로핵연료의 경우 교체노심 설계기술올 독일 시멘스(Siemens

K빠P 사와 꽁동으로 개벌하여 1989년 고리 2호가에 국산 핵연료를 처

음 공급함으로써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현재 경수로핵연료 교체노심

설계는 한원(연)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초기노심의 경우 영광 3t 4

호기에서 미국 ABB-C맑와 공통설계를 수행하여 획득한 기술과 경협

올 바탕으로 현재 울진 3, 4호기 초기노심은 한원(연)이 톡자 셜계중에

있다.

냐. 영 향

핵연료는 청부조달협정중 우리나라의 양허품목에서 제외됨

에 따라 한전 조달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우리나라는 “재판매 또

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는 정부조

달협청이 적용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올 우리나라의 양허안에 포함시

92) 한국원자력산업회의， r원자력연감 J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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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93) 한전의 전기 생산을 위한 연료 조달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전용 화석연료(석탄， 석유， LNG)

의 대부분을 이미 수입에 의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이라는 측면

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우라늄 청광올 수입하여 국내에서 설폐

및 제조되논 핵연료도 발전연료로서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큰 문제가 없올 것으로 예상되나 핵연료의 경우 원유

나 석탄과는 달리 기술적안 성격이 강해서 향후 개방될 가농성도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플랜트 종합설꽤 분야

가. 현 황

플랜트 종합설계 및 엔지니어링은 현재 한기가 수행하고 있

다. 한기는 고리 3, 4호기부터 국내업체로서 처음 원전 본설비(power

bloc)의 기본설져l 와 상세설계에 참여하였고， 영광 3, 4호기부터 원전 종

합설계의 주계약자가 되어 미국 S&L(Sarg않it & Lundy)사릎 하청업자로

하여 기본설계부터 준공시까지의 전 엔지니어링 과청을 수행하게 되었

다.94) 한기는 1995년 95%의 가술자립도를 목표로 1993년말 현재 약

93%의 기술자립도를 달성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올진 3, 4호기에

서는 영광 3, 4호기의 설계경험과 표준화사업올 통해 습득한 최신기술

을 적용하여 독자적인 설계기술올 정립해 나갈 계획으로 었다.95)

93) 대한민국 정부， rGATT 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을 위한 한국의 양허안J ，

1993. 12. 14.

94) 한국원자력산엽회의， r원자력 연감J ， 1993.

95)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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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향

현재 한기에서 수행중인 플랜트 종합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

야는 이번 한전 조달 개방에서는 제외되었다. 이 분야는 한전과 별도

로 계약되고 있어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향후 설계 서비스에

대한 개방 압력야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

다.9이 또한 정부조달협청에서 중앙행청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분야가 이미 채방대상에 포함되었고， DR 서비스 협상에서도 이 서

버스 분야가 개방됨에 따라 한지는 한전과 계약하는 이외의 분야에서

국내업체뿐만 아니라 외국업체와도 경쟁올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었

다. 이러할 경우 한기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그동안 한기가 이룩한

플랜트 종합설계 및 엔지니어령 분야악 기술자립얘 영향올 줄 수도 있

다.

5. 원전 가자째 채작 분야

가. 현 황

원전 기자채 제작 분야는 1980년의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9끼

로 한중이 독점으로 기자재 공급의 주계약자 역할올 수행하고 있다.

한중은 영광 1, 2호기 및 울진 1, 2호기의 경우 01국 웨스탕하우스의

하청업체로 참여하여 기차채를 채작 공급하였으며， 영광 3, 4호기부터

주기거의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명광 3, 4호기， 울진 3, 4호기， 월성 2,

3, 4호기의 기자채를 제작 납품중애 았다. 그동안의 기술자립 노력에

96) UR 서비스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렁 분야를 개방하였읍. 이 분야

의 개방에 따라 한기도 민간기업과의 거래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

을 것으로 판단됨.

97)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의 목적은 발전설비 제조엽의 기술개발 촉진， 국제

경쟁력 캉화， 중복 과잉투자 방지 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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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입어 한종은 현재 울진 3, 4호거의 경우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터빈/발전기 풍의 설계 및 제작올 자체적으로 수

행하고 었다.98) 한중이 한전과 체결하는 계약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3-3과 갈다.

표 3-3 한중의 한전과의 연도별 계약 규모

(단위: 억원)

구분 ’90 ’91 ’92 ’93 ’94 ’95 ’96

원차력 주기기 1,300 8,936 4,051 585 3,802 - 3,100

보조기꺼 653 46 1,021 1,791 545 2,400 I ，'αm

비원자력 분야 9,897 4,358 6,128 5,934 7,755 7,200 3,600

계 11,850 13,340 11.200 8,310 12,102 κ600 7,700

주) ’94년 이후는 전망치엄.

한중은 그동안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1994년 혹자 상태로 전

환하였으나， 이체까지 한전과의 수의계약오로 수주를 확보해 왔기 때

문에 경챙 개념 도압에 따른 수주 경챙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한중은 현재 1995년 민영화될 계획으로 었다.9와 환중이 만영화될 경

우 국내 대기업들중의 하나가 이를 인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냐. 영 향

현재 한중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전 기자재 제작 분야는

1997년 1월 1일부터 완전 개방된다. 영광 5, 6호기 및 울진 5, 6호기는

1997년 이찰에 계약될 것으로 전망되어 문제가 없오나， 신규 5, 6호기

98) 한국원자력산업회의， r원자력연감 J ， 1993.

99) 경제기획원， 「민영화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J ， 보도자료， 심사평가국 심사

평가총콸과， 199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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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중수로 5호가는 1997년 1월 1 일 이후에 계약될 것으로 예상되E로

개방 대상이 될 것이다. 원전 기자재 제작 분야는 계약체계 풍을 바꾸

어서 시창 개방올 피할 방법이 없다. 또한 현재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

로 한중의 독점 상태로 있는 현 체체롤 조만간 해제할 전방이어서 국

내 업체간의 정챙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업체 및 외국업체와

의 경쟁으로 한중은 경영 수지가 악화될 가농성여 크다. 한중의 경쟁

력과 수주능력 며약으로 외국업체에게 기자재 조달시장올 잠식당할 가

농성이 있오며， 1건의 계약금액어 커서 한번이라도 수주를 못하면 큰

타격올 업올 수 었다.

한중이 주계약자가 된다 해도 계약금액의 하락올 피할 수 없올 것

이며， 한중올 주계약자로 하는 외국업체(예: ABB-eE)와의 컨소시업 형

성도 외국업체의 태도 변화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업체가 주계약차가 되더라도 한중이 하청으로 참여할 가농성은

있다. 그러나 하청으로 참여할 경우 계약금액이 현재보다 현저허 떨어

질 것이다.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가 해제되어 국내업체감악 경쟁이 생

기게 되면 외국업체는 하청올 줄 때 당연히 야를 이용할 것이다. 정쟁

이 없다 하더라도 외국업체는 주계약자라는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올 챙기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에게 빼앗기고 노동력이나 낮은 수준와 기술만올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국업체가 원자로 계통설계의 주도권올 놓지 않

올 것이므로 원전기술의 예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중의 수주물량 감소로 인한 하청업체의 경영 악화로 원자력 산엽

의 위축도 예상된다，1(0) 하청업체가 도산할 경우 다시 한종의 경쟁력혜

100) 1500여개의 하청업체와 6만명의 인력이 직·간접적으로 한중과 함께 발전

설비 제조업무에 참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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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올 입히게 되어 악순환의 과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수주물량 감소로 기술 적용 기회가 감소할 것여며， 계약

금액올 통한 청부의 기술개발 투자 지원이 불가능하고 경영수지 악화

로 투착 재원올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엄에 따라 원자력 기술개발

어 퇴조할 가능성이 많다.

6. 원전 건설 시공 분야

가. 현 황

현재 완전 건설 시공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 둥 민

간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고리 1, 2호기의 정우에는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 풍의 업격한 감독과 통채하에 토건과 기전설치공사에 참여하였

다.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시공설치 분야뿐만 아니라 시공감리와 공

정계획의 작성에도 참여하였다. 고리 3, 4호기의 경우에는 참여 폭올

더욱 확대하여 기술올 축적하였다. 이 노력의 결과로 영광 3, 4호기부

터는 국내업체가 건설시공의 모든 분야악 주계약자가 되고 외국업체를

하청업체로 두게 되었다.101)

원전 건설시공올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경쟁체제에 이미 익축

해져 있으며，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

단된다.

나. 영 향

한전 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한전은 1 ，500만 SDR (약 195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는 외국업체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원전 171의 천

설 공사는 약 2，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이며 채방 대상이 된다.

101) 함국원자력산엽회의， r원자력연감J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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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나 건설시공 분야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었어 큰 문제가

없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분야에 진출하려는 외국업체도 거의

없올 것으로 예상된다.

7. 원전 시험 및 검사 분야

가. 현 황

원전 시험 및 검사 분야는 제작， 시공， 운전 단계에서의 각

공정올 대상으로 제작자와 시공업자의 자체시혐 및 검사， 원자로의 설

치， 운영자로서의 사업주 검사， 공공의 안전올 도모하기 위한 공안검사

및 정부규제검사로 크게 구분된다. 이 분야는 고리 3, 4호기부터 국내

업체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 각 공정단계에서의 시험 및 검사에

대한 경험 및 기술올 습득하게 되었고 제뚱적인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나. 명 향

원천 시협 및 검사 분야는 서비스 분야이므로 한전의 조달

개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향후 서비스에 대한 개방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바가 필요하다.

채 4 절 GR과 환자력 발전

1. 이싼화탄소 배출 규쩨와 원자력 발전

제2장애서 논의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실

행될지는 아직 분명하지는 앓다. 그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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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는 선진국들이 목표하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각국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올 1990년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

러한 규제가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경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올 분석하

여 이에 대한 대옹방합올 강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기존의 우리나라 ‘장기전력수급계획’의 분석 종료 연도인 2006

년도에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올 1992년도 수준으로 안정화하

도록102) 국제규제가 실혈되었올 때 전력부문에 미치는 영향올 분석한

결과는 표 3-4와 칼다 10켜

표 3-4 이산화탄소 배출의 국제 규제에 따른 발전원별 최적

구성비

구 1994 2006 2α)6

(배출규제시)

원차력 7,616(25.8) 15,715(29.2) 19，715(36.이

발전설비
석탄 6，200(21.이 14，70아27.3) 11 ，700(21.η

LNG 8,614(29.2) 18,664(34.7) 17,164(33.0)
(MWe)

기타 7,040(23.9) 4,683( 8.7) 4,683( 8끼

합계 29,469(100) 53,762(100) 53,862(100)

원자력 66,703(43.2) 137,663(47.9) 172,703(60.1)

발전량
석탄 49,405(32.0) 80,346(28.0) 19,878( 6.9)

LNG 10,427( 6찌 57,243(20.0) 82，254(28.야
(G찌까1)

기타 27,7S7(18.0) 12,003( 4.2) 12,419( 4.3)

합계 154,292(100) 287，255(10여 287,255(100)

주) 콸호안의 수치는 점유율임.

102) 1992년으로 안정화한다는 가정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감

안하여， 선진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에

비해 다소 여유 있게 가정한 것임.

103) 한국원자력연구소， r원자력 경제성분석 연구J ， KAERI，때R-1284/93 ， 한국원

자력 연구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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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에 나타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가 없을

경우 분석종료 기간인 2006년의 발전원별 발전설비 구성이 원자력

29%, 석탄 27%, LNG 35% 그리고 기타 9%가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의 발전원별 발전량 최적 구성은 원자력 48%, 석탄 28%,

LNG 20%, 기타 4%와 같이 산출되었다. 01와 같은 구성비는 1993년 확

정된 청부의 ‘창기전력수급계획’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편，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올 1992년 수준으로 안청화할 경우

2α%년의 발전설벼의 전원별 최적 구성은 원자력발전은 증가하고 석탄，

LNG는 모두 캄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χ6년의 천원별 최적

구성은 발전설비에 있어서는 원자력 37%, 석탄 22%, LNG 33%, 기타

8%로 나타나고 었으며， 원별 발전량애 있어서는 원자력 60%, 석탄 7%,

LNG 29%, 기타 4%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력의 증가와 석탄의 감소라

는 현상이 뚜렷함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애 대한 국제규제가 실현될 경우 발전

부문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크게 강조되는 것올 알 수 있다， 이는 이러

한 규제가 어떤 형태로든 규체를 만족시키기 위환 사회척 비용올 수반

하게 된다는 것올 의미하며， 이러한 벼용이 정확하게 측정될 경우 이

바용은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에 있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부과되어

야 할 적정 탄소셰울에 해당된다. 다셔 말하면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연료 가격은 상승하게 되며， 경제의 법칙에 따

라 이산화탄소롤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으로 혐료가 천환휠 것이다. 따

라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오로도 방사생폐기물 이외에는 환경

오염물질올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의 역할이 강조되게 될 것임은 확살

하다‘1μ)

104) 미국의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따라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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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펙기물 관리

원자력과 GR올 연계시켜 볼 수 었는 또 한 분야는 방사성펙거

물의 환경안전관리 문제이다. 1992년 UN 환청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

제 21’에서는 인간보건와 보호와 환경보전올 위해서 방사성폐거물의

안전한 관리， 수송， 저장， 처분을 보창하고 이를 위하여 광범위한 종합

적 관리체계률 구축한다는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방사성

혜기물 관리와 관련된 각국의 활동으로서，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 하에

다음 사항들올 규정하고 었다.IO잉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창치 마련

• 방사성폐기불 안전기준， 지침 또는 시행규약를 체정·공표하

는 IABA의 활동 지원

• 방사성폐기물 관련 거술의 개도국 이전 촉진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환경영향 평카， 안전관리， 사고 대책올

위한 계획 수립 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척이나 찌역적￡로 협력·조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방사성

폐기물 越境 이동에 관한 규약(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αla1

’fransboundary Movement of Radioactive Waste)’의 셔 행 노력 강화와 문

제점 검토， 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하는 런던협약의 촉진， 해양

환청에 위험올 초래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확신이 없는 한 방사성폐기

물의 입해 저장 및 처분 끔지， 방사성폐기물의 수출 금지， 여타 지역적

환경협약 당사국들의 결정 폰중 등올 규정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환

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 경부터는 원차력이 발전원가 측면에

서 우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미국 DOE 송요택 박사와의 면

담， 1994)

105) 한택환， r의제 21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전략J ， 정책연구 94-04,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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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전관리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구체척으로 전개될 지 우리가 환심을

두고 지켜 보아야 할 문제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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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장 대응방안

쩌 1 철 기본방향

국제규범의 변화에 대한 원자력계와 대옹방안올 강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원차력계가 무엇올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가에 대한 공통

적인 언식올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통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대옹해 나가야 할 지 모색하여야

한다.

원자력계의 최우선적인 공통목표는 2000년대에 원자력 선진국에 진

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와미는 원자

력 핵심기술올 자립하고 새로운 거술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올 확보하

는 것올 의마한다. 야러한 목표 달성올 위해 제23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라 1992년부터 동 계획

올 정부와 싼업체의 주도하에 이미 수행중에 있다.

원자력계 또 하나의 공통목표는 원자력 분야의 안전성 및 경제성올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 산업의 자생력올 확

보하고 원자력 산업의 수출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경제성 못지 않게

중요한 분제논 안전성 확보이다. 원자력의 안전성올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는 열악한 에너지 부존자원하에서 원자력올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올 달성하려는 국가의 노력의 성공 여부를 결청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규법의 변화에 대용하여 우려가 취해야 할 기본자세는 우리가

맞여하고 있는 시장 개방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전환해

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규범의 변화는 국내 어느 한 기관에만 해당되

논 것이 아니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비판해 온 집단 이가주획에서 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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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자력산업 전체의 생폰 전략올 모색하여야 하며， 문제의 본질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로 대용방안올 강구하여야 한다.

국제규범의 변화에 대용하는 기본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고

려할 수 있다. 첫째， 조달주체얀 전력회사 측면에서 볼 때 정부조달협

정 내에셔 가급적 조달시장의 개방사기를 지연시카고 그 규모를 축소

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나 우리의 겸챙혁

어 궤도에 오를 때까지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툴째， 공급주체인 원자력 산업체 측면에서 볼 때 시장 잠식에 대비

하고 나아가 원자력 산업올 수출 산업화할 수 었도록 경쟁력올 제고

시키고 원자력 산업구조를 효율적오로 채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원자력 산업계가 살아 남올 수 있논 해결책오로서 우리 모

두의 지혜와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원자력계 모두가 지구화， 국쩨화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규범 변화의 흐름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시대적 효룹올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 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어다.

제 2 절 찬력회사 측면예서의 대용방안

전력회사 측면에서의 대용방안은 사실상 조달주체의 노력올 통해

관련 원자력 산업체들이 챙영 합리화와 기술개발에 의한 국제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시칸올 벌어줄 수 있는 방안올 강구하는 것올 의머한

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력회사언 한전온 청부투자거관이며， 원자력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기엽툴도 대부분 정부투자기관플로 구성되

어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각 산업체들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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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올 지연시키고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올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정부조달협정의 재한입찰 가능 조항 활용

까. 배 경

현재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환전와 조달계약은 수의계약 형

태로 맺어지고 었으나，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될 경우 더 이상 수의계약

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국제경챙력이 충분히 확

보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계로서는 단기적으로는 가능

한 한 수의계약의 형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의계약

올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도 인정할 수 었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

야 한다.

청부조달협정에 따라 1997년 1월 1일부터 한전여 불품올 구매할 경

우 양허부분에 대해 수의계약이나 제한입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조달협정 제 15조에서는 제한입찰(limited tendering) 이 가능

한 10가자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원자력산업과 판계되는 몇가지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개(open) 또는 선택 (selective) 입찰 실셔 결과 담합하였거

나 주요 요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거나， 또는 규정된 입

찰 참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공급자가 옹찰한 경우

• 지적채산권으로 인해 특정 공급자만 공급 가능하고 적정 대

체품이 없는 경우

• 조사， 실험， 연구， 개발 둥올 위한 계약에 따라 7H발된 원형

(protot꽤e)이나 최초 생산품(first products)올 조달할 경우

• 유사한 건설서비스가 반복될 경우 (최초의 컨설서버스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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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공고에 명기된 경우에만) 퉁

이러한 예외 조항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올

받아야 가능할 것이나 몇가지 방안올 고려해 보고자 한다.

나. 대용 방안

(1) 원전 표준화 효과의 극대화

우선 단기적오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표준화 효과의

극대화이다. 원전의 표준화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는 이미 여러나라에

서 업증되어 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표준화에 의해 원전의 발전비

용올 크게 절감시키는테 성공한 대표적언 예로 손팝히고 있다. 원전의

표준화에 따른 비용절갑 효과는 일반적으로 671의 표준원전 이후에 뚜

렷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한국

표준원전 1, 2호기도 불리고 있는 울진 3, 4호기 야후의 후속기들올 한

국 표준원전으로 추진하는 방안올 강구할 훨요가 었다. 이 경우 우리

나라가 향후 발주하는 원전의 입찰 요건에 한국 표준원전올 명시하는

잦인데， 표준화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는 외국에서도 이마 널리 언정되

고 있으므로 제한입찰에 대한 외국업체의 제소는 없올 것으로 예상됨

다. 또한 한국 표준원전의 경우 그동안 축적된 경험 몇 가술올 바탕으

로 설계 및 제조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조만칸 갖출

수 있올 것이므로 국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올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몇기를 한국 표준형 원전으로 추진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가지

기술개발 속도나 청책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나， 현재 우리나라

의 확정된 ‘장기전원개발 계획’ 상의 완전 투압 시기를 고려할 때 현채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원자로의 상용화와 병행하여 향후 도입할 훨전에

대해 1071 이상올 표준원천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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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 정부조달협정의 제한입찰 가능 조항 활용

향후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어 원자력시장이 개방될 경

우 보유 기술의 소유권 분쟁이 중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기술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통해 수의

계약올 유도하는 방안올 생각할 수 있다. 정부조달협정에서는 지척재

산권 풍의 법률적 권리 설정으로 타인이 그러한 품목올 판매할 수 없

거나 그러한 기술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 입찰이 가능한 것

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한국 표준형 원전 또는 이중 일부 세

부기술의 법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한 수의계약이 가

능하며，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원자력 시장개방의 범위를 줄일 수 있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법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의 소유권올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차세대원자로 개발은 한전과의 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야루어

찰 것이므로 ‘조사， 살험， 연구 개발 풍을 위한 계약에 따라 개발된 원

형이나 최초 생산품에 대한 제한입찰 가농’ 규정에 따라 차세대원자로

최초 호기에 대한 설계는 국내업체만으로의 제한입찰이 가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후속기에 대해서는 제한업찰이 적용되지 않올 것이

므로 1호기 사업시 충분한 경챙력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라. 기타 참고사항

그밖에 우리나라의 양허내용중 예외규정요로 정부조닿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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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예산회계법 및 청부투자기관관리가본볍에 의한 수의계약에 대

해서는 적용봐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후나， 이는 중소기업이나 농어

민에 대한 보호 규청으로 원자력산업의 경우 이를 통해 시장개방올 지

연시키거나 이의 범위를 줄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 원전 계약채꽤의 꽤정립

가. 빼 검

정부조달협정에서는 조달하는 모돈 물품에 대해 시장이 개

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은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원자력 시장의 경우 한전에서 구매

하는 거자재의 제작 셔장은 개방 대상에 포함되어 었으나， 설계서비스

시장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시장 개

방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올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개발은 1970년대의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에

따른 엄청난 경체적 손설올 경험하면서 에너지 공굽원올 다변화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는 한정된 인력， 기술 빛 재원의 효윷적

사용과 원자력 기술자립의 조기 달성올 위해 관련 산업체의 역할 분담

을 통해 국가 원자력 가술개발올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전 계약 형태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톡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대표척언 것이 원전의 핵심기술인 원자로 계통설계회사

가 기자재 공급회사에 하청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약체계논 원전기술 개발에 많은 문제점올 노출시켜 왔옴에도 불구하

고， 한정된 연구 및 거술 자원올 가지고 원전 기술자립올 조기에 달성

하기 위해서 이러한 체제률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현채의 원자로 계통 계약체제는 기자재 제작회사인 한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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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이며 원자로 계통설계에 한원(연)이 하청계약자로 참여하고 았

다. 그러나 현재의 원자로 계통 계약체제는 장가적 관점에서 국제경쟁

력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뿔만 아니라， 정부조달협정으로

인한 원자력시장 개방에 대한 대용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현채의 계약체제 하에서 시장이 개방될 경우 원자로

계통설계도 기자재 공급 계약에 포함되어 원자로 계통 시장 전체가 개

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뽑만 아니라 현 계약 체제의 지속

적 유지에 의해 원자로 계통 시장이 개방되면， 현재의 국내 기자채업

체의 국제 경쟁력올 고려할 때 원자로 계통 시장 전체가 외국업채에게

잠식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작 관점에서도 현체제

는 와국업체와의 원전 수주률 위한 입찰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술

올 개발하고 정쟁력올 확보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형태인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계약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시장야 외국업체에

잠식될 경우 그동안 우리가 노력하여 이룩해 놓은 원전의 핵심기술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의 자립올 통해 달성하려던 에너지의

안청적 확보라는 국가적 대명제가 타격올 받게 되어 국가 경제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나. 대용 방안

1) 설체와 기자채 제작의 분려계약

기자재 채작회사인 한중이 주계약자이고 원자로 계통

설계를 담당하는 한원(연)이 하청계약자로 참여하고 있는 현재의 원자

로 겨I통 계약체제는 시장이 개방될 경우 원자로 계통설계도 기자재 공

급에 포함되어 재방대상이 되므로 단기척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자로 계통설계를 별도로 계약하는 방안올 고려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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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방안은 조달주체인 한전이 원자로 계통설계와 기자채 공급올 별

도로 계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설계가 정부조달협정의 개방대상

에서 채외되었기 때문에 원자로 계통설계는 시장 개방대상에서 제외되

게 된다. 이 방안의 문제점은 청부조딸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챙올 제

한할 폭적의 분할 구매’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오며， 설계와 채작간

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소프료웨어(so빼따e)와 하드웨어

(hardware)간의 불일치 가능성이 었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와 제작간의

연계 역할올 천력회사에서 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외 계약

또는 중간 기관을 푸는 것올 고려해 볼 수 았다. 이 방안은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논 없으며 설계시장여 개방되기 전까지 시장개방의

범위를 줄어기 위한 단기적언 방안이다.

2) 설계시장이 개방될 경우

19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정부조달협정의 개방 대

상에서 설계시창이 제외되어 있기는 하지만 향후 이 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오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설계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분리계약 방안으로는 더 이상 시장개방의

대웅책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판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계약체계는 국제적

관행대로 원자로 계통설계회사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 방안은 원자로 계통설계회사의 주도 하에 기자재가 제작되므로

원전 건설에 있어서 기술개발， 안전성， 경제성올 가장 효윷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원자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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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원(연)의 사고시 보상능력이 문제로 채기되

고 있는태， 이는 1994년부터 건설부에서 모든 정부공사에 도입할 예정

언 설계보증보험제도 풍올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즉， 설

계업체도 보험올 통해 기자재 제작회사와 함께 경제적인 손실올 보상

하는 방법으로서， 이미 외국에서는 설채책업과 제작책임올 분리해 따

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었다. 어 제도는 국내 설계업체플

의 기술개발올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이중효과가 있올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한원(연)도 주계약자의 역할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올 갖출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올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조달 주채의 민영화

가. 배 청

전력회사가 민영화될 경우 이제는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이

아니므로 정부조달협정과 무관하게 되어 동 협정에 의한 의무사항올

이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웅방

안으로 현재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전력회사， 즉 한전의 민영화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한전이 민영화될 경우， 정부조달협정의 양허기관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한전은 자의에 따라 설계 및 기차재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게 될 뿐만 아니라， 륙정 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비의 지원도 자유롭케 가능해친다.

한전의 면영화는 청부조달협정의 대상기관에서 탈피하는 방안으로

서 뿐만 약니라 다른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이 한전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정부와 통제 범위를 벗

106) 한전은 현재 정부에서 확정한 1998년까지의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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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초거대기업으로의 성장， 국영기업이거 때문에 발생하는 경영의

비효율성， 규모의 경제 초과 퉁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 대용 방안

한전이 민영화될 경우 조칙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예

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 상태대로의 완전 면영화， 발전(원자력과

비원자력)과 송배전올 구분하는 수직적 분할에 의한 민영화i 지역적으

로 구분하는 수명적 분할에 의한 민영화 풍올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는 본 연구와 범위를 벗어나논 것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

다. 다만 한전이 민영화환다면， 한전은 기자재 설계 몇 제작회사와 재

정적으로 분려되어야 할 것여다. 이는 민간 전력회사가 기자재 설계

및 제작회사를 소유할 경우 기업 이윤에 치우치게 되어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에 치중하제 될 것이므로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손상올 가져

올 수 있기 때푼이다. 따라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기， 한중 둥이 한

전으로부터 완전 독립해야 하는 것은 한전 민영화의 필수적인 선결조

건이다.

그러나 전력산업어 국가의 기간산업임올 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

는 원자력산업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이익과 손실이 충

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우선 만영화된 한전이 정부투자기관알 때처

럼 행동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민영화된 한전은 기업의 생리에 따라

이윤 극대화를 첫번째 목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이므로 한전이 경쟁력

없는 상품올 국가 차원에서 구매해 줄 것올 기대하거는 어려우며， 또

한 국가 차원의 원전 기술개발에 동참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다

만 한전이 민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올 받게 될 경우，

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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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안 시장개방의 영향올 줄알 수는 있올 것요로 판단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이 국제경쟁력올 확보하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에서 하한선으로 보호받올 수 있는 물품의

구때마저도 경챙 대상이 되어 외국업체에게 시장올 참식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한전 민영화는 국제규범의 변화에 대

한 대웅뿐만 아니라 다륜 요안들과 함께 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제 3 철 공급기관 측면빼서의 대웅방안

공급 측면에서의 대용방안은 전력회사에 기자재 및 서버스를 제공

하는 원자력 관련 각 산업체들의 노력올 통하여 시장개방의 영향올 축

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한다. 여기서 논의되는 방안룹은 각 산업

체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대

부분 장기척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이다.

1. 원자력 기술개발

가. 배 캠

우리나라는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올 통해 원전 기술의 조겨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철과 1990년말 약 83%에서 영광

3, 4호기가 준공되는 1995년까지 표 3-2에 나타난 바와 찰이 95%의 71

술자립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자립올 바탕으로

1998년 준공되는 울진 3, 4호기는 국내 기술진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

계·건설되는 최초의 한국 표준원전이 된다.

이러한 원전 기술자립 노력과 병행하여， 2αm년대에는 원자력 기술

선진국 수준에 진압하고 원자렵 발전기술의 자립 및 고도화를 통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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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 자렵 기반올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올 수립하여 1992년부터 수행중에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1992년

부터 2001년까지 약 2조원올 투입하여， 표 4-1 맞 표 4-2와 같이 20개

정부 주도과체(1 1 ，855억원)와 14개 산업체 주도과제 (8;α)()억원)로 나누

어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 4-1 정부주도 연구분야 및 연구비

;tIir 야 별 연구개발과제명
소요자금

(억원)

원자로기술분야 。고속증식로개발 1,183

。 경·중수로용 연계핵연료 주71 기술 987
핵연료주기기술분야 개발

o 미래형 핵연료개발 384

。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개발 602
방사성폐기물관리 분야 。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개발 1,239

0 방사성폐가물 처리 기반기술개발 514

。 원자력안전성 향상연구 1,069
원자력안전분야 0 방사선환경안전연구 222

。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450

o 원자력신소재개발 1,104
。첨단계측제어기술개발 316
。 인간공학기술개발 247
。 원자력산업용 첨단로보E기술개발 341

원자력기반기술분야
b 레이저기술개발 826
0 원자분광기술개발 잃Q

0 장수병핵종 소멸처리기술개발 310
。 핵융합로연구 246
o 중수로개량 국제공동연구 및 기반 때O

기술개발

0 인체방사선장해 및 암의 원인 진 214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단， 치료연구

이용연구 분야 。 방사션 및 방사성 동위원소이용연 431
구

계 20개 과채 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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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산업체주도 연구분야 및 연구비

1t[3r 야 벌 연구개발과제명
소요자금

(억원)

원자로기술분야 。 차셰대원자로 기술개발 2,280

핵연료주기 기술분야 0 경수로용 개량핵연료개발 290

0 원전건설기술 개발 850

원전건설기술분야
。 원전산업기술기준개발 240
。 원전내진기술개발 110
。 원전온배수영향평가기술개발 50

0 원전안전성향상 기술개발 700
0 운전기술 고도화기술개발 720
。 방사션 안전관리기술개발 400
0 원전 계측제어기술개발 160

원전운영기술분야 。 원전유지 보수용 로보E개발 670
。 운전수명판리 및 폐로기술개 250

발

。 종합 DATA BASE처l계 구축 640
기술개발

계 14개 과제 8,000

여기에는 원자력 기초·기반 기술개발부터 원전 설비의 유지·보수 기

술개발에 이르기까지 원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

며， 세부적인 연구개발 목표는 다읍과 같다.

• 국제 경챙력올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기술의 개발

• 국제공동 연구의 효율적 추진으로 선진기술의 조기 확보

• 원자력 기반 기술의 체계적인 개발올 통한 기술수준 향상

• 안전성 및 경제성의 지속적인 향상

• 원자력 발전기술 청착올 위한 산업 기술기준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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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규제거술 개발 및 제도 확립

현재 우리나라 청수로의 가술수춘은 완전복제(replication) 및 부분적

개량이 가능한 수준이며， 원자로 계통설계의 경우 한국 표준형 경수로

는 이미 어느 청도의 국제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기자채 제작은 현재

국제청쟁력이 취약한 형편이나， 현재 기자재 제작올 수행하고 있는 나

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 프랑스， 일본 둥 소수 국가에 국한되

어 있으므로 어느 청도의 하청 참여는 가농할 것으로 판란된다.

중수로의 경우 현재 건설중인 월성 2, 3, 4호기는 AEeL과 기술도입

계약에 의해 공동설계 중이며 2006년에 투입되는 중수로 5호기에 대혜

서는 그동안혜 축적된 기술과 경험올 바탕으로 우리나라자 주껴l 약자가

되고 AECL이 하청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기술자립올 추진하려고 계

휩중이다.

나. 대웅 방안

원자력 사장 개방올 혜쳐 나가기 위해서는 끊엄없는 기술개

발올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만이 궁극적언 해결 랑안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올 것으로 생각된다. 원자력 기술개발

은 현재의 보유기술에 안주하지 말고 차세대 원전 기술의 개발로 확대

하여야 한다. 또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미래의 새로운 발전 기술개발

에 대비혜 나가야 하며， 연구의 결과를 원전의 개량에 실용화할 수 있

도록 연계해 나가야 한다. 원자로기술 뿐만 아나라 원자력 소재， 재료，

계측제어， 로보트 둥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원전설비 제작

의 경챙력올 체고시키는 것 또한 시장 개방의 범위를 줄이는례 크게

꽁헌할 수 있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전국에 비해 아직

은 부족한 기술， 인력 및 재원올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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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정된 차원

이나 시장규모률 고려할 때， 원전와 핵심기술인 원자로 계통 및 핵연

료 설계업무는 국가 차원에서 특성화시켜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향

후 예상되는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설계시장이 개방될 경우 경쟁력이 없는 산업체는 자연히 도태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조달협정의 발효흘 눈앞에 둔 시점에서 원자

로 계통 및 핵연료 셜계업무를 이원화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 현

실적 이득이 전혀 없논 것으로 판단된다.

중수로의 경우 기술자립 전략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중수로 5호기가 계약되는 1999년까지 설계시장이 개방되져 않올 경

우 경수로확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계와 제작의 분리 계약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중수로 5호기가 계약되기 전에 설계시장이

개방된다면， 경수로 기술자립 추진 방법이였던 기술도입올 조건으로

한 수의계약이 더 여상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우려나라가

중수로의 주계약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수로를 경수로의 보조 노형으로 병행 추진하는 국가전략올 채고하던

가 또는 AECL를 주계약자로 하고 우리나라는 ABCL에 하청으로 참여

하는 폭올 확대해 나가는 방법올 통한 효울적 끼술자립 전략올 수립하

여 추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영 합리화

가. 배 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은 정부의 계획에 획해

주도되어 왔으며， 따라서 거의 모든 국가 기간산업은 정부투자기관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국가 기간산업은 일반적으로 자본투자비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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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크므로 이처럽 정부투자기관으로 운영될 경우 중복투자를 방져할

수 있고， 정부계획의 우선 순위에 따라 기간 시설올 적거에 확충시켜

나갈 수 있는 창첨올 지닌 반면 경영의 효옳화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단점올 갖게 된다. 전력산업도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로서 국내 유일의 전력회사언 한전이 정

부투자기관요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공헌올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력 생산올 위한 발전소의 건설은 정부의 장기

전원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19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애너

지원의 다변화 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원전 기술개발 또한

청부의 주도하에 주설비 서꽁올 체외한 모든 분야에서 정부투자기관에

의혜 수행되어 왔다. 특히 원자력의 경우， 현채까지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은 기술자립의 조기 달성올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보다 시

급한 목표였기 때분에 원전에 있야서 가격 경쟁력의 개념은 사설상 간

과되어 왔음올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조달협청의 발효에 따라

시창 개방이 불가펴하게 된 이상 관련 원자력 산업체들 모두가 경영

효융화 및 합리화률 통한 국제 경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주설비 시공올 담당하고 있는 민간 건설회사를 제외하고 원전

시장에 참여하고 있논 엽체들은 모두 정부투자기관 또는 재투자기관으

로서 정부의 보호 아래 독점체제블 유지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매우

허약한 형편이다. 그러나 향후 원전 시장이 채방되면 원자력 관련 산

업체들옴 더 이상 정부의 보호를 받올 수 없재 되며 외국업체와 자유

경챙 체체로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국내의 원자력 관련 산업체들은

새로운 완전의 수주를 보장받올 수 없게 되며， 수주를 확보한다 해도

채산성은 현재에 비해 크게 낮아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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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용 방안

향후 원전 시장이 개방되면 원자력 관련 산업체의 의식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원자력 관련 산업체들은 근본적으로 생산성올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효율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투자기관들

이 본질적요로 갖게 되논 정영 효융화에 거슬랴는 장애요인올 고쳐 나

갈 수 있는 획기적인 채도적 개션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1997년 1월

1일부터 시장 7ij방이 확정된 기자재 제작의 경우， 이미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한중에 대한 발전설비 알원화 해제107)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국제 경쟁력올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민영화의 前段階로서 한중의 기존 인력， 기술 빛 시설이 사창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발전설비 분야에서 우

려되는 과영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현명한 조정이 필요

할 것여다.

3. 원자력 전문인력， 시설 및 기술악 집중화

가. 현 황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 사장이 개방되고 원자력이 수출 산업

으로 육성·발전될 경우를 대버하여， 아직까지 국제 경쟁력올 확보하지

못한 원자력 산업계 전체가 살아 남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방안올 강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채 원자력 산업체는 시장개방혜 대비하여 국

가 전체의 이익올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각 산업체의 여익에 따

라 움직이는 경향올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라나라의 원

자력 산업은 새로운 원전와 발주를 일괄 수주할 수 었는 조직 및 체제

107) 해제샤기는 앞으로의 경쟁체제에 익숙해친다는 측면과 한중에 미칠 파급

효과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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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제까지는 한전이 수의계약으

로 원전올 발주할 경우， 분할 발주(component approach)가 쉽게 가능하

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전 시장이 개방되면 원전의 전반

적인 계약체계를 재고해 보아야 하며， 더욱어 원전의 해외수출올 가정

할 때 이러한 조칙 및 체체의 정비， 포한 이러한 조직 내에서 효옳성올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각 산업체의 역할 분담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나. 대용 방안

시장개방에 대웅하고 원자력 산업의 수출화를 위해 원전올

일괄 수주할 수 있는 농확올 갖춘 조직 체계를 청립하기 위해1 원자혁

기술개발 목표를 바량으로 원자력 전푼인력， 시설， 71술올 집중화하여

경쟁력 있는 단일 조직올 설립·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의 대전환

이 필요하며， 기존의 조직에 관련 산업체들올 묶는 방식은 대비책이

되지 못한다. 새로운 조직은 현재의 틀에서 완전허 벗어나는 새로운

조직이어야 한다. 이 조직은 원전올 수주할 수 있는 주계약자 역할올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연구와 사업올 동시에 수행하되 연구소와 독

립 채산제의 민간기업이 합병된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체한된 인력올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체제이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올 위한 연구재원의 확보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자력 관련 사업올 수행함애 있어서는 민칸71엽의 효옳성올 확

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

하게 움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윷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순수 연구개발， 실용화 연구개발， 원전설계사업， 원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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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능력올 보유한 조직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는 캐나다의 ABeL과

가장 유사한 형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여건올 고려하여

이에 가장 부합되는 조칙에 대한 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청적 조직의 신설이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칸이 소모될 경우， 새로운 원전의 발주에 참여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원자력 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명확한 책임 분담하에 필

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컨소시업 또는 이러한 역할올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조직의

구성은 조달시창 개방뿐만 아니라 현체 논의되고 있는 북한 경수로 지

원 및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의 해외수출올 위해서도 매우 시굽

하다.

제 4 철 원자력의 국제화

원자력 분야의 국제화를 통해 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온

크게 두가지를 생각활 수 있다. 첫째， 원전계약 방식을 빠플 시일 내에

국제관행에 적옹할 수 있도록 개선시킴으로써 시장개방에 따른 불이익

올 축소해 나가는 것이며， 툴째， 지적재산권의 확보 강화와 불법적 사

용의 방지를 통해 시장개방에 대비해 나가는 방안울 강구하는 것아다.

1. 계약 및 입활 관행의 국채화

가. 현 황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산업체률은 정부의 보호하

에 독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올 통한 편안한 사업에 악숙해져

왔으며 여러가지 분야에서 국제적 흐름에 대용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과의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이의 해석 및

-119-



이행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조달주체나 공급업체 모두 전문 변호사 활용이나 선진거법올

갖춘 컨설텅 능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업

체들이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입찰을 풍한

공사발주나 계약방식에 대한 적옹력도 매우 미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용 방안

우선 시장개방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입찰방식 및 관행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야 필요하다. 또한 국채적 감각올 갖춘 계약 전문

가 또는 법률 전문가의 활용 및 양성올 통해 국채화 및 시장 개방에

훌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원전 관

련 기술도입계약 체결시 향후 원자력시창 개방에도 대벼하는 장기적

안목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적재싼권의 창출 및 관리 강화

가. 현 황

원전사업 추진시에 도입·사용환 외국기술올 계약기간 후에

도 불법적 혹은 부주의한 사용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었다. 이러한 분쟁의 예방책으로써는 우선 계약서 상에 명

시된 지적채산권의 전용 가능 여부 및 기간올 면밀히 검토하고 도입

가술의 정보를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기따 기술정보 풍으로 분류하여

계약71칸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 불가능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툴올 검토하여 보호

기간의 만료시첩올 파악해야 하는데， 한원(연)의 경우 1987년 CE와의

원자로계통 및 핵연료설계 도업계약에서 체결된 총 193개의 특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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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994년 3월 31일 현채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이 1087~ 에 달하고

2003년까지는 193개의 특허 모두가 기간만료상태에 이를 예정이다. 후

속사업의 진행올 위한 기술을 준비하는 과청에서 져적채산권 분쟁올

방지하면서 관련 청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올 수립하여야 할 것이

다.

나. 대웅 방안

1) 지적재산권의 확보

지적재산권의 둥록에 있어서는， 계약만료 후에 사용불가

능한 도입기술올 개량 또논 개선함으로써 고유기술화하여 선규 특허

또는 저작권의 획득올 선속하게 추친하여야 한다. 특히， 컴퓨터프로그

램 및 건축저작물， 설계도 둥의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가

강화되었으므로 적극적언 대책이 요구된다. 도입기술올 계약하는 단계

에 있어서는， 계약 만료 후에도 도입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지속

적인 사용허가 획득， 수정된 기술의 독점적 기술소유 및 지적재산권의

확보， 계약을 체결한 국가가 개발한 기술의 공여 풍올 종합적으로 추

진함으로써 높아가는 지적재산권 장벽올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기술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전

략올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적재산권의 종합적 관리

우선 도입된 기술 및 수정·개량된 기술와 관리， 분류， 권

리의 보호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

한 71술과 일정 기간동안 사용 가능한 기술 퉁의 현황 파악이 정확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기술개발 노력이 헛되지 않도

-121-



록 외국의 지적재산권 현황 및 전망올 분석하여야 한다. 이률 위해서

는 지적재산권 전담부서의 설치 및 관리체계의 확충이 시굽히 이루어

쳐야 하고 관리부문과 기술개발부문의 칙접적 연계를 퉁해 장·단기적

인 부문별 기술개발 전략을 수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쩨화의 시대에 맞는 지적재산권 관련 대옹방안올 수립합에 있어

서는 무엇보다도 지척채산권 보호에 대한 우려의 의식 전환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며 과거의 기술이전 정책으로부터 자체개발올 하거나 합작

투자 혹은 외국가엽과의 협력방안올 여용한 기술개발 방향으로 전략올

수청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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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I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셔는 국제규범의 변화 내용 및 전망올 살펴본 뒤 이들이

원차력계에 미칠 영향올 분석하고 그 대용방안올 제사하였다. DR과 앞

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DR 이후 라운드틀의 흐름올 살펴

보면 이 흐름이 미국， EC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고 현행

선·후진국 체제를 영구적으로 유치하려는 선진국들의 의도를 얽을 수

았다. 1996년 OBeD 가업올 추진중인 우리나라는 션진국과 후진국의

중갚에 위치하고 있는 잔형적인 국가이다. 우리가 갖게 될 모멘텀

(momentum)의 크기에 따라 우리나라는 체임의 룰올 정하는 주도 그룹

으로 도약할 수도 있고， 실속없이 선진국어라는 이름만 가진 국까로

남올 수포 있다. 이는 원자력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2000년대 원

자력 선진국 진입올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원자력계도 이러한 모펜텀

올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대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

이 청려할 수 있다. 첫째，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 국가 생존 전략이

필수적이다. 세계가 국경， 언어， 이데올로거를 초월하는 하나의 시창으

로 되고 현 선·후진국 체제가 영구화될 카능성이 있는 현 시점에서 원

자력계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국가 생존의 차원에서 모든 것올 고려하

여야한다.

툴째， 우리는 2풍은 무의미한 기술경쟁력의 시대에 었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자국의 기술올 보호할 수 있는 수단여 점차적

으로 불가능해지는 샤점에서 10개 부문의 2동은 1개 부문의 l퉁보다

못하다. 열심히 투자하여 2퉁올 하벌 투자한 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우리 고유기술이 없으면 외국에 종속 당할 수밖에 없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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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우리논 살게 되였다.

셋째， 게임의 룰올 만드는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어

진 게엄의 룰올 따라만 가다가는 향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상당 부분 국력 또는 우려의 소극적인 자세로 말미암약 께암약 룰올

정하는 데 방관자의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원자력계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제화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국제화의 물결올

게임의 주인꽁여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전쟁의 사대라는 점이다. 게임의 룰올 정하기는 했으나，

이제 우리가 신경올 써야 할 부문은 재임 그 자체이다. 게임올 성공적

오로 이기기 위해서논 가능한 한 우리의 약점올 숨기고 상대방의 약점

올 들추어 낼 수 었는 능력올 확보하여야 한다. 게임의 룰올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보수집력이나 분석력이 훨씬 뛰어난 선진국보다 우리가

불리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특히 청부의 지원제

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정보에 대한 보안울 철저히 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올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

다.

다섯째， 특허전챙의 시대라는 점이다. 특허는 어체 한 나라 안에서

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되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개인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 과거 개인의 만족으로 끝쳤던 많은 과학기

술자들도 야제는 개발한 기술이 곧 돈이라는 인식올 갖게 되었다. 이

제는 특허에 패한 인삭올 체고하고 항상 기술올 개발하기 전에 이미

풍록된 특허를 살펴보는 문화가 청착되어야 한다.

여섯째， 게업의 룰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협상력올 제고할 근본적

인 대책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요 선진국의 청우 DR 협정올 검

토하기 위해서 수백명의 전문변호사를 동원했던 점올 깊이 새겨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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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 한 찾올 수가 없는 것이다.

국체규범의 변화가 원자력계에 미칠 명향올 살펴보면， 우선 원자력

연구개발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올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자연과학 연구

개발 서비스로 아칙 개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 과학기술 정책올

국제규범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암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원자력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한전

의 원전 조달시장어 외국업체에게 개방됩에 따라 큰 영향올 받올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한중이 수행하고 있는 기자재 제작 분야에 있어서

외국업체의 시장 잡식으로 수주물량 감소와 계약금액 하락이 예상확며

이로 언한 경영수지 악화로 기술개발에 대한 푸자 감소도 예상된다.

한원(연)이 수행하고 있는 원자로 계통설계도 현재와 같이 기자재 제작

과 함께 계약화는 경우 외국업체에게 시창올 잠식당할 우려가 많다.

민간 대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전 건설시공 분야는 개방이 확었으

나 경쟁력올 갖추고 있어 큰 푼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다 분야

는 채방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장은 큰 문채가 없올 것으로 전망되나 향

후 개방대상이 될 가능성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적으로 볼 때 한전 조달시장 개방으로 인한 원자력 시창 채방

은 원자력 기술자립올 지연시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포 큰

영향올 끼칠 것오로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장겨적인 대책이 필

수적이다.

국제규범의 변화에 대한 원자력계 대웅방안은 장단기적 판점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원자력 산업계는 기술채발 및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올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내 시장개방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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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대옹하고， 해외 수출올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전 수주

능력올 갖추고 연구와 사업올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조직올 설립하

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 정부조닿협청의 제한입찰 가능 조항올 활용하고 국내

소유기술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확보하고 활용하여 개방대상올 촉소함

으로써 원자력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올 확보하여야 한

다. 포한 원자로 계통설계와 기자재 공급의 분리 계약올 추진하고， 원

자력산업의 국제화를 통해 시장개방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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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TO THE AGREEMENT ON
GOVERNMENTPROCUREMENT

Annexes 1 through 5 setting out the scope of this Agreement:

Annex 1 Central Government Entities

Annex 2 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

Annex 3 AIl other Entities that Procu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nex 4 Services

Annex 5 Construction Services

Publications utilized by Parties for the Publication of Notices of Intended
Procurements - Article IX: 1

Publications utilized by Parties for the Publication 없lOU외ly ofInfonnation
on Permanent Lists of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in the case of
Selective Tendering Prace영ures - Aπi미e IX:9

Publications utilized by Parties for the Prompt Publication of Laws,
Regulations , Judicial Decisions,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없따 any Procedure reg없떠ng Govenunent proα.IIement ∞vered

by this Agreement - Article XIX: 1

·App대dices I through IV are not included in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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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표N’I‘ ON GOVERNMEN’I ‘ PROCURE뼈펀T

PREAMBLE

Parties to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따ties "),

Recognizing the need for an effective multilateral framework of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δ laws, regulations, pro‘:edures and practices regarding goverP...ment procurement with a view
to achieving greater liberalization and expansion of world trade and improving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conduct of world trade;

Recognizing thatlaws,regulations,procedures andpractices regarding governmentprocurement
should not be prepared, adopted or applied to foreign or domestic products원피 services and to foreign
or domestic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so잃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s or services
ordomestic빼pliers or service providers and 파10띠dnot 띠S따피때te 빼ong foreign pr뼈Jets or services
or among foreign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Recognizing that it is desirable to providε tr뻐sparency of laws, regulations, pro야dures and
practices regarding government procurement;

Recognizing the need to establish international prl야edures on notification, consultation,
surveillance and dispute settlement with a view to ensuring a t1허r. prompt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international provisions on government procurement and to maintain the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at the highest possible level;

Recognizing th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n p하ticular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Desiring,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b) of Article IX of the Agreement on Govenunent
Procurement done on 12 April 1979, as amended on 2 February 1987, to broadεn and improve the
Agreement on the basis of mutual reciprocity and to expand the coverage of the Agreement to include
services contracts.

Desiring to encourage acceptance of and accession to this Agreement by governments not p따ty

to Jt;

Having undertaken further negotiations in pursuance of these objectives;

Here1:Jy agree as fo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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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Scope and Coverage

1. This Agreement applies toany law, regulation,procedure orpractice regarding any procurement
by entities· covered by this Agreement, as specified in Annexes 1 to 5.2

2. This Agreement applies to procurement by any contractual means, including through such
methods as purchase or as I없se ， rental or hire purchase, with or without an option to buy f including
any combination of products and servi'야s.

3. Where entities , in the contextofprocurement coveredunder this Agreement, require enterprises
not included in Annexes 1-5 to award contra다s inaccor없nee with particular requirements, Article III
S뼈11 apply mutatis mutandis to such req띠rements.

4. This Agreement applies to any procurement contract of a value of not less than the 야rresholds
speζified in the Annexes.

Article n
Valuation

1. The following provisions s뼈11 apply in determining the value of contracts3 for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2. Valuation sh외I take into account 외I fonDS of remuneration, including any premia, fees ,
commissions and interest receivable.

3. The selection ofthe valuation method by the entity shall not be used,nor s뼈11 any procurεment

I악uirement be divided, with the intention of avoi버ng the appli잊.tion of this Agreement.

4. If an individual requiremεnt forapro대，rement results in the award ofmore than one contract,
or in contracts being awarded in separate p따ts ， the basis for valuation sh외I be either:

(해 the actual value of similar fl없lrring contraαs ∞n미ud벼 overthepr，εvious fis해 year
or tw터ve months adjusted, where possible, for 윈lticipated chan훌es in quantity an:!
value over the subsequent twelve months; or

(b) the estimated value ofrecurring contracts in the fiscal year or twelve months subsequent
to the initial contract.

IThroughout this Agreement, the word entities is understood to include agencies.

2Annex 1 cont허ns central government entities.
AmJex 2 contains su1J..centr허 government entities.
Annex 3 conti피S 혀1 other entities that proαIre in 앓cordance with the provisi，∞s of d1is Agr융mctlt.

Annex 4 reflects seπi야s， whether listed positively or negatively, coveT1혀 by this A믿'Cement.
Annex 5 contains specifications on coveπd construction seπi야s.

All Annexes include relevant thresholds.

건bis Agreement sh려I apply to any proc따ement contract for which the contract value is est벼at혀 toequ혀

or exceed tbf: threshold at the time of publiζation of the noti야 in accord때ce w.th Article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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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 cases of contracts for the lease, rental or hire purchase of products or services, or in thε

case of contracts which do not specify a total price, the basis for valuation shall be:

(하 in the case of fixed-term contracts , where their term is twelve months or less , the
calculation should be based on the total contract value for its duration, or, where their
teOll exceeds twelve months, its total value including the estimated residual value;

φ) in the뎌se of contracts for an indefmite pe디ad， the monthly instalment multiplied by
forty-eight;

(c) if there is any doubt , the second basis of calculation, 없mely (b), is to be used.

6. In cases where an intended procurement specifies the need for option clauses, the basis for
valuation shall be the total value of the maximwn permissible procurement, inclusive of optional
purchases.

Anicle III
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1. With respect to all laws, regulations, proc벼uresal띠 practices regarding government pr，따lrement
covered by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provid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products.
services and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ofother Parties offering products or services ofthe Parties ,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a) that accorded to domestic products, seπices ，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and

(b) that accorded to products, services,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of any other Party.

2. Withr'않야etto 외llaws， regulations, procedures 없띠 praeti야s regarding government pr，α:urement

covered by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ensure:

(a) that their entities shall not treat a locally-established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less
favourably than another locally-established supplier or serviζe provider on the basis
of degree of foreign affiliation 0:' ownership; and

φ) that their entities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locally-established suppliers or servicε
providers on the basis of the country of production of the g∞d or service being
supplied, provided that the country of production is a P하ty to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V.

3. πl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customs duties and charges of any
퍼찌 파1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other import regulations and fonnalities , and measure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other than laws ,
regulations, procedures and practices regarding government procurement εovered by this Agreement.

Anicle TV
Rules of Origin

1. The Parties shall not apply rules of origin to products or services imported for purposes of
government procurement covered by this Agreement from other Parti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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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願rules of origin applied in the nonnal course of trade and at the time of importation to imports of the
same products or services from the same Parties.

2. Following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in thε Uruguay Round regarding hannonization of
rules of origin때d trade in services. the Parties sh려I take the results of these n탬이iations mro account
in amending the above provisions as appropriate.

Article V
Spedal ar.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Obje，αives

1. The Parties shall. in the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is Agreement, through the
pro찌sions set out in this Article. duly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of developing ∞untries. in particular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in their need to:

(a) safeguard their balance-of-payments positIOn and ensure a level of reserves adequ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granunes of economic development;

(b) promote the establishment or developmεnt of domestic industr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small-scale and cottage industries in rural or backward ar않s; and
economic development of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c) support industrial units so long as they are wholly or substantially dependent on
govermnent procurement; and

(d) encourage their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regional or glob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presented to the Ministerial Conference and not disapproved by
I t.

2. Consistent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in the preparation 때d

applic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하fecting goverrunent procurement, facilitate incr없sed

파ψ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bearing inmind the special problems ofthe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ofthose ιountries at low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Coverage

3.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developing∞untries are able to adhere to this Agreement on tenns
consistent with their development. 뀔펴nei외 andtradene뼈s. the objectives list려 in paragraph 1 above
shall be duly taken into acιaunt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with respect to the lists of ent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to be cover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Developed countries. in
the preparationoftheir lists ofentities to be coveredby theprovisions ofthis Agre타nent. shall endeavour
to include entities procuring products or seπi야s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Agreed £XciμSlOns

4. Developing countries may negotiate with other participants in the negotiation ofthis Agreement
mutuallyacιeptable exclusions from the rules on national treatment with respect to certain entities I

produαs or services that are included in their lists of entities having reg따d to the p따ticular circums띠nces

of each case. In such negotiations. the considerations mentioned in paragraph 1(a)-(c) above shall
be duly taken into account. Developing countriesparticipating in regional or glob외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 l(d) above. may also negotiate exclusions to their l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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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having regard to the p따ticular circumstances ofeach다se， t와디ng intoaccount, inter alia , theprovisions
on government procurement provided for in the regional or global arrangements concern려 and taking
into account, inparticular,products or services which may be subject to common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mes.

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εment ， the developing country Parties may modify their lists
of ent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for modification of such lists contained in paragraph 6
of Article XXIV of this Agreement, having regard to their development, fm없lcial and trade needs ,
ormayr며uest the Committee to grant exclusions from the rules on national treatment for cert떠n entities,
products or services that are included in their lists of entities, having regard to the p따ticular

circumstances of each case and taking duly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paragraph l(a)-(c) above.
πIe developing ∞luntry Parties may 외sor며lest， after entη’ into force of this Agreemen!, the Committee
to grant exclusions for certain entities, products or serviζes that are included in their lists in the light
of their participation in regional or glob외 arrangε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having regard
to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each case and taking duly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paragraph 1(d)
above. Each request to the Conunittee by a developing country P없ty relating to modification of a
Jist shan be accomp없:tied by documentation relevant to the request or by such infonna.tion as may be
necessary for consideration of the matter.

6. Paragraphs 4 and 5 above shaII apply mutatis mutandis to developing countries acceding to
야lis Agreement after its entry into force.

7. Such agreed exclusions as mentioned in paragraphs 4, 5 and 6 above shall be subject to review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4 of this Article.

Technical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8. Developed country Parties sh외1， 때on request,provide all tech미대I assistance which they may
deem appropriate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resolving their problems in the field of government
pr<χurement.

9. This assistance which shall be provided on the basis ofnon-discrirnination among the developing
country Parties shall relate, inler alia, to:

the solution ofp하ticulart&hnica~problems relating to the award ofa specific contract;
and

any other problem which the Party making the request and another P얄ty agree to deal
with in the context of this assistance.

10. Technical assistance referred to in paragraphs 8 and 9 above would include translation of
qu혀ificationdocumentation and tenders made by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of developing count낀

Parties into an officia1 language ofthe MTO designated by the entity, unt엉s developed country Parties
deem translation as burdensome, and , in that case, explanation shall be given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upon their request addressed either to the developed country P없ties Or to their entities.

Itψm따하on Centres

11. πIe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establish, individually or jointly, information centres t。

respond to reasonable requests from developing countπ Parties for information relating to , inter alia,
laws , regulations,procedures and practices regarding government procurement, notices about proposed
procurements which have been published. addresses of the entities covered by this Agreement, and
me nature aI피 volume of products or services proc따cd or to be procured, including availabl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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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future tenders. The Conun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XXI of this Agreement may also set
up an information centre.

‘Spedal Treatment for Least-Developed Countnes

12. Having regard to paragraph 6 of the Decis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of the
GATT 1947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speci외 treatment shall be granted to the least-developed country P따ties and
to the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in those cαJntries with respect to products or services originating
in those countries , in the context ofany gener외 or specificm없sures in favour ofthe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e Parties may also grant the benefits of 간tis Agreement to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in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not Parties, with respect to products or services originating
in those countries.

13. Developed country P따ties sh외I ， upon r여uest， provide assistance which they may deem
때prop따te to potential tenderers in the least‘developedcαmtries in submitting their tenders aI피 sel없ing

the products or services which are likely to be of interest to entities of developed countrbs as well
as to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in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likewise assist them to comply
with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relating to products or servic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proposed procurement.

Review

14. The Committee sh외I review뻐nu려ly the oper없ion 없d effectiveness of this Article and after
each three years of i섭 operation on the basis of reports to be submitted by the Parties shall carry out
a major review in order to ev외uate its effects. As part of the three-yearly reviews and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maximum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in particular
Article ro, 와ldha피ng regard to the development, fir퍼nCI외 없피 trade situation of the deY터oping ∞，untries

concerned, the Committee shall ex와nine whether exclusions provided f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4 to 6 of this Article shall be modified or extended.

IS. In the course of fu파ler rounds ofnegotiations 피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XIV,
paragraph 7, the dεveloping country Parties shall give consideration to the possibility ofenlarging their
l싹ts of entities having regard to their economic, fmancial and trade situation.

Article VI
Technical Spedjieations

I. Technical specifications laying down the빼racteris상.cs of the pre빼ets or seπices to be proc따ed

such as quality, performance, safety and dimensions, symbols, terminology, packaging, marking and
labelling, or the processes and methods for their production뻐d requirements r티ating to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prescribed by procurement entities, shall not be prepared, adopted or applied
with a view to, or with the e쨌ct of, cr앓ting unnecess하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2. Teem꾀cal specifications prescrib벼 by procurem링11 entities shall, where appropriate:

(a) be in tenns of performance rather than desi응n or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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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be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 where such exist, otherwise national technical

reguIations4, recognized national standards5, or building codes.

3. There shall be no requirement or reference to a particular trade mark or name, patent, design
or type, specific origin, produceror service provider,unless there is no sufficiently precise or intelligible
way of describing the procurement requirements and provided that words such as "or equiv려ent" are
includ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4. Entities shall not seek or accept, in a manner whiιh would have the effect of precluding
competition, advice which may be used in the preparation of specifications for a specific procurement
from a firm that may have a commercial interest in the procurement.

Arncle ηI
Tendering Procedures

General Provisions

1. J>arties sh외I ensure that the tendering pro야dures of their entities are applied in a non
discriminatory manner and are consistεntwith the provisions contained in Articles VII through XVI
below.

2. Entities shall not pro찌de to any supplier or seπiceprovider information with regard to a 매ecific

procurement in a manner which would have the effect of precluding competition.

D핸nitions

3. (a) Open tendering procedures ,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re those procedures
under which all interested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may submit a tender.

(b) Selective tendering preced따'es ， for the p따'POses of this Agr않ment ， are those procedures
under which, consistent with Article X, paragraph 3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ose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invited to do so by the entity,
may submit a tender.

(c) Limited tendering procedures, for the purposes ofthis Agreement, are those procedures
where the entity contacts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individually, only under the
conditions speci감ed in Article XV below.

‘For the p따pose of this Agreement, a technical regulation is a document which lays down characteristics
ofa productora service or their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including the applicable administrative
provisions, with which complia야e is mandatory. It may 외so include or de외 exclusively with terminology,
양mO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product, seπice， process or production
method.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standard is a document approved by a recognized body, that provides.
forcommon 때d repeated use, rules, guidelines or characteristics for products or services or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with which compliance is not mandatory. It may also include or de외 exclusively with
terminology ,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product, service, process
or produ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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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cation of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Entities , in the process of qualifying suppliers and seπice providers, shall not discriminate
among foreign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or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Qualification pro야dure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a)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야dures shall be published in adequate
time to enable interested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to i띠tiate and, to the extent
that it is compatible with efficient operation ofthe procurement process, complete the
qualification pr야벼ures;

(b)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영ures sh외I be limited to those which
are essential to ensure the finn ’s capability to fulfil the contract in question.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required from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 including
fmandaI guarantees, technical qu외ifications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financial , conunerciaI and technical capaιity of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
as well as the verification of qualifications , shall be no less favourable to foreign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than to domestic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and
shall not discriminate among foreign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The finanCIal ,
commercial and technical 때pacity of a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shall be judged
both on the basis of that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global business activity as
well as its activity in the territory of the procuring enti양， taking due account of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ly org없1izations;

(c) the process of, and the time required for, quali젠ring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shall not be used in order to keep foreign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off a suppliers ’

or service providers' list or from being considered for a p따ticular proposed
procurement. Entities sh외I recognize as qualified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such
domestic or foreign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who meet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a particular proposed procurement.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requesting to participate in a p따ticular prφ。sed procurement who may not yet be
qualified shall also be consider잉， provided there is sufficient time to complete the
qualification procedure;

(d) entities maintaining pern펴nent lists of qualified suppliers or seπice providers s뼈11

ensure that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may apply for qualification at any t따Ie;

and that 외I quaIifi려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so requesting are included in the
lists within a reasonably short time;

(e) iε after publication of the notice under Article IX:! , a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notyetqu떠ified requests to participate in a p값tlC띠ar tender, the entity shall promptly
start the procedures for qualification;

(f) any supplier or seπice provider having requested to become a qualified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shall be advised by the entitiεs concerned ofthe decision in this regard.
Qualified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included on permanent lists by entities sh외l

also be notified of the termination of any suζh lists or of their removal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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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the Parties sh왜 ensure that:

(i) each entity and its constituent parts follow a single qualification procedure,
except in 앓ses of duly substantiated need for different procedures; and

(ii) effons be made to minimize differences in q뼈lifieation pro야dures between
enUties.

(h) nothing in sub-paragraphs (a) to (g) above shaH preclude the exclusion of any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on grounds such as bankruptcy or f;외se declarations , provided that
suchanaαion is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treattnent and non-깅isζrimination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IX
Invitation to Participate Regarding Intended Procurement

1.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and 3, entities shall publish an invitation to p따ticipate for
all 대ses of intended procuremen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Article XV (limited tendering).
The notice sh려I be published in the appropriate pubhcation listed in Appendix II of this Agreement.

2. The invitation to participate may take the fonn ofa notice ofproposed procure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6.

3. Entities in Annexes 2 and 3 may use a notice of pI따med procure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7,or a notice regarding a qualification system,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9,as an invitation
to p하ticipate.

4. Entities which use a notice of pI따med procurement as an invitation to participate shall
subsequently invite all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who have expressed an interest, to confirm
their interest on the basis of information which shall include at least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aph 6.

5. Entities whic!l use the notice regarding a qu외ification system as an invitation to p없ticipate

sh외I provide, subject·to the considerations refeued to in Article XVllI:4 and in a timely manner,
information which allows to all those who have expressed an interest, to have a meaningful opportunity
to assess their interest inparticipating in theprocurem응nt. πlis information shall includ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notices referred to in paragraphs 6 and 8, to the extent such information is available.
Information provided to one interested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sh외1 be provided in a non
discriminatory manner to the other interested suppliers and seπice providers.

6. Each notice ofproposed procur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ature and quantity, including any options for further procurement and, ifpossible,
an estimate of the timing when such options may be exercised; in the case of recurring
contracts the nature and quanti앤 and , if possible, an estimate of the timing of the
subsequent tender notices for the products or services to be procured;

(b) whether the procedure IS open or selectIve or will involve negotiation;

(c) any date for starting, delivery, or completion of delivery of goods o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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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address and final date for submitting an application to be invited to tender or for
quali당ing for the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lists, or for receiving tenders, as
well as the language or languages in which they must be submitted;

(e) the address ofthe entity awarding the contract and providing any피formation necessary
for obtaining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f) any economic and technical requirements , fin~nciaI guarantees and informationrequired
from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g) the amoun~ and tenns of payment of any sam payable for the tender documentation;
없ld

(h) whether the entity is inviting offers for purchase, lease, rental or 피re pure없se， or
more than one of these methods.

7. Each notice of plann벼 prccur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contain
as much of the infon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6 as is available. It shall in any case include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8 and:

(i) a statement that interested suppliers or service pr。、riders should express their interest
in the pro다ICement to the entity;

(ii) a contact point with the enti낀 from which further information may be obtained.

8. For each case of intended procurement, the entiη s따11 publish a summary notice in one of
the officia1 1anguages of the MTO. τhe notice sh려I contain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i)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ii) time-limits se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or an application to be invited to tender;
and

(iii) addresses from which documents relating to the contracts may be requested.

9. In the다se of selective tendering procedures, entities maintaining pennanent lists of qualified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shall publish annually in one of the publications listed in Appendix III
of this Agreement a notice of the following:

(i) the enumeration of the lists maintained, including thεir headings, in relation to the
products or seπicesor categories of products or services to be procured through the
lists;

(ii) the conditions to be fulfilled bysuppliers or sen'’ice providers inview oftheir inscription
。n those lists and the methods according to which each of those conditions will be
verified by the entity concerned; and

(iii)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lists. and the fonnalities for their renewal.

When such a notice is used as an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acιordance with paragraph 3 ofthis Artic!e,
the notice shall, in addition.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v) the nature of the products or services ∞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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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 statement that the notice constitutes an Invitation te participate.

However, when the dura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IS three years or less, and if the duration of
the system is made clear in the notice and it is also made clear that further notices will not be published,
it shall be sufficient to publish the notice once only , at the beginning of the system. Such a system
shall not be used in a manner which circumvents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10. If after publication ofan invitation to partiεipate ， but before the time set for opening or receipt
of tenders as specified in the notices or the tender docwnentation, it becomes necessary to amend or
re-issue the notice, the amendment or the re-issued notice shall be given the same eire띠ation as the
orig피외 documents upon which the amendment is based. Any significant info~tion given to one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intended proζurement shall 뾰 given
simultaneously to all other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concerned in adequate time to permit the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to consider such information and to respond to it.

11. Entities shall make clear, in the notic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or in the publication in which
the notices app않r， that the procurement is covered by the Agreement.

Anicle X
Selection Procedures

1. To ensure optimum effective international competition under selective tendering procedures,
entities shall, for each intended procurement, invite tenders from the maximum number of domestic
and foreign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consistent with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procurement
system. They sh외I select the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to p하ticipate in the procedure in a fair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2. Entities maintaining permanent lists of qualified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may select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to be invited to tender from among those listed. Any sel야tion sh외l

allow for equitable opportu피ties for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on the lists.

3.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requesting to particIpate in a particular intended procurement
shall be permitted to submit a tender and be considered , provided, in the case ofthose not yet qualified,
there is sufficient time to complete the quaJificativn procedure under Articles VITI and IX. The number
ofadditional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pennitted to paniζipate shall be limited only by the efficient
op~ration of the procur하nεnt system.

Article xl
Time-limits for Tendering and Delivery

General

(a) Any prescribed time-limit shall be adequate to allow foreign as well as domestic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to prepare and submit tendεrs before the closing of
the tendering procedures. In detennining any such time-limit, entities sh외1 ， consistent
with their own reasonable needs , take into account such factors as the complexity of
the intended procurement , the extent of sub-contracting anticipated, the normal time
for transmitting tenders by mail from foreign as well as domestic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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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ir entities shall take due account ofpublication delays
when setting the final date for receipt of tenders or of applications to be invited to
tender.

Deadlines

2. Except insofar as provided in paragraph 3 below ,

(a) in open procedures , the period for the receipt of tenders shall not be less than forty
day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IX: 1;

(b) in selective procedures not involving thε use of a permanent list of qualified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 the period for submitting an application to be invited to tender
shall not be less than twenty-five day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refeπed to III

Article IX: I; the period for receipt of tenders shall in no case be less than forty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invitation to tender;

(c) in selective pro야dures involving the use of a pennanent list of qualified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 the period for receipt of tenders shall not be less than forty days
from the date of the initial issuance of invitations to tender, whether or not the date
of i띠tial issuance of invitatIOns to tender coinCIde with the date of the publication
referr려 to in Article IJ( :1.

3. 1퍼eperio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bove may be reduced in the circwnstances set out below:

(a) where a separate notice has been published forty days and not more than twelve months
in advance and the notice contains at 1앓st:

(i) as much of the infonnation referred to in Article IX,p따뿔raph 6 as is av외lable;

(ii) the information referrεd to in Article IX, paragraph 8;

(iii) a statement that interested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should express their
interest in the procurement to thε entity; and

(iv) a contact point with the entity from which further inion따tion may be obtained,

then the forty-day limit for receipt of tenders , referred to in paragraph 2 , may be
replaced by a period sufficiently long to enable responsIve bidding, which, as a general
rule, sh외I not be less than twenty-four days , but in any 않se not less than ten days;

(b) in the case ofthe second or subsequent publications dealing with contra，ζtsofareιurring

natur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IX:6, the forty-day limit for r야εipt of tenders
referred to in paragraph 2 may be reduced to not less than twenty-four days;

(c) where a state of urgεncy duly substantiated by the entity renders impractlcable the
periods in question but shall in no case be less th와1 ten days from the date of the
publ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IX: 1;

(d) the periods referred to in paragraph 2(c) may, for proαlrements by entities refeπed

to in Annexes 2 and 3,be th.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entity and the selected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In the absence of agreement, the entity may fix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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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sh외1 be sufficiently long to enable responsive bidding and shall in any case not
be less than ten days.

4. Consistent with the entity ’s own reasonable needs, any delivery date shall take into account
such factors as the complexity of the intended procurement, the extent of sub-contracting anticipated,
the realistic time required for production, de-stocking and transport of goods from the points of supply
or for delivery of the service.

Article XlI
Tender Documentation

1. If, in tεnderingprocedures, an entity allows tenders to bε submitted in severallanguages, one
of Liose languages shall be one of 앙le officiallanguages of the MTO.

2. Tenderd。다lIDentationprovided to suppliers and serviceproviders shall contain all information
necessary to permit them to submit responsive tenders, including information required to be published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eur야lent ， except for Article IX:6(g), and the following:

(a) the addres£ of the entity to which tenders should be sent;

(b) the address where requests for supplement하y information should bε sent;

(c) the languageorlanguages inwhichtenders and tendering documents must be submitted;

(d) the closing date and time for receipt of tenders and the length of time during which
any tender should be open for acceptance;

(e) the persons authorized to be present at the opening of tendεrs and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is opening;

(f) any economic and technical requirement, fmancial guarantees and information or
documents r댁uired from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g) a complete description of the products or services required or of any r여uirements

including technical specific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to be fulfilled, necessary
pI없1S， drawings and instructional materials;

(h) the criteria for awarding the contract, including any factors other than _price that are
to be considered in the evaluation of tenders and the cost elements to be included in
evaluating tender prices, such as transport, insurance and inspection costs, 없ld in the
다se of foreign products or services, customs duties and other inψart c없rges， taxes
and currency of payment;

(i) the terms of payment;

(j) any other terms or conditions;

(k) in accordance with Article xvn the tenos and conditions , if any, under which tenders
from countries not Parties to this Agreement, but which apply the pr야edures of that
Article, will be enter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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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ing of Tender Documentanon 야 the Entities

3. (a) In open procedures, entities shall forward the tender documentation at the request of
any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participating in the procedure, and shall reply promptly
to any reasonable request for explanations relating thereto.

(b) In selective procedures, entities sh~l forward the tender documentation at the request
of any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requesting to p값ticipate and shall reply promptly
to any reasonable request for explanations relating thereto.

(c) Entities sh외I ri앵Iyprlαnptly to a!끼.yx:월so떠hIe r맹lest forrεlevant information submitted
by a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participating in the tendering procedure, on condition
앙12.t such inforn1ation does not give that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an advantage over
its competitors in the procedure for the award of the contract.

Article XIII
Submission. Reeeψt and Opening of Tende.π and Awarding of Contracts

1. The submission. receipt and opening of tenders and awarding of contract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a) tenders shall nonnalIy be submitted in writing directly or by mail. Iftenders by telex,
telegram or telecopy are permitted, the tender made thereby must include all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of the tender, in particular the defmitive price
proposed by the tenderer and a statement that the tenderer agrees to all the tenns,
conditions and provisions of the invitation to tender. The tender must be confirm려

promptly by letter or by the despatch ofasigned copy ofthe telex, t잉egr없nor telecopy.
Tenders presented by telephone shall not be peπDitted. The content of the telex ,
telegram or telecopy shall prevail where there is a difference or conflict between that
content and any documentation received after the time-limit; ri여uests to participate
in selective tendering procedures may be submitted by telex, telegram or telecopy;
때d

(b) the opportunities that may be given to tenderers to correct unintentional errors of fonn
between the opening of tenders and the awarding of the contract shall not be permitted
to give rise to any discriminatory practice.

Receipt ofTenders

2. A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sh려I not be pe떠Hzed if a tender is received in the office
designat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a좌er thetime앨ecified bee뻐se of delay due solely to mishaI펴ling

on the p따t of the entity. Tenders may also be considered in other excξptional circumstances if the
procedures of the entity concerned so provide.

Cφ때ing ofTendeπ

3. All tenders solicited under open or selective procedures by entities shall be receiv벼 andopened
under procedures and conditions guaranteeing the regularity ofthe openings. The receipt and opening
of tenders shall also be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of
야tis Agreement. Infonnation on the opening of tenders sh외I remain with the entities concerned at
the dispos외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tity in order that it may be used if
required under the procedures of Articles XVIII, XX and xxn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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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of Contracts

4. (a) To be considered for award, a tender must, at the time of opening, confonn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notiιes or tender documentation and be from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which comply with the conditions for p따ticipation. If an entity
has received a tender abnormally lower than other tenders submitted, it may enquire
with the tenderer to ensure that it 대n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participation때d

be capable of fulfilling the tenns of the contract.

(b) Unless in the public interest an entity decides not to issue the contract. the entity shall
make the award to the tenderer who has been detennined to be fully capable of
undertaking the contract and whose tender. whether for domestic or foreign products
or services, is either the lowest tender or the tender which in terms of the speci윈C

evaluation criteria set fonh in the notices or tender documentation is detennined to
be the most advantageous.

(c) Aw따ds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and essential r，맹따ernents specifi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d) Option clauses shall not bε used in a manner which circumvents the provisioTlS of the
Agreement.

Anicle XIV
Negotiation

1. Parties may provide for entities to conduct negotiations:

(a) in the context of procurements in which they have indicated such intent, namely in
the notice referred to in Article IX:2 (the invitation to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to participate in the procedure for the proposed procurement); or

(b) when it appears from evaluation that no one tender is obviously the most advantageous
in terms of the specific evaluation criteria set fonh in the notices or tender
documentation.

2 ‘ Negotiations shall primarily be used to identi엔I the strengths and v，. eaknessεs in tenders.

3. Entities shall treat tenders in confidence. In particular. they sh와 not provide infonnation
intended to assist p따ticular paiticipants to bring their tenders up to the level of other participants.

4. Entities shall not, in the course of negotiations , discriminate between different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In particular, they shall ensure that:

(a) any elimination of participants is carri벼 out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et forth
in the notices and tender docwnentation;

(b) all modifications to the criteria and to the technical requirements are transmitted in
writing to all remaining p따ticipants in the negotiations:

(c) all remaining paπicipants are afforded an opportunity to submit new or a.rnended
submissions on the basis of the revised requirem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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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hen negotiations are concluded, all p따ticipants remaining in the negotiations shall
be permitted to submit final tenders in accordance with a common deadline ‘

Article XV
Limited Tendering

J. The provisions ofArticles VII through XIV goven따19open때d selective tendering proιedures

n않d not apply in the following conditions , provided that limited tendering is not used with a view
to avoiding maximum possible competition or in a manner which ~ould constitute a means of
discrimination among foreign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or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ers or
service prvviders:

(a) in the absence of tenders in response to때 open or selective tender, or when the tenders
submitted have been either collusive or do not conform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in the tender, or from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who do not comply with the
conditions for paπicipation provided for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on
condition, however,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initial tender are not substantially
modified in the contract as awarded;

(b) when, for works of aπ or for reasons connect벼 with protection of exclusive rights ,
such as patents or copyrights, or, when in the absence of competition for teclmical
reasons the produ따s or seπices can be supplied or pro찌ded onlyby a뼈rti띠ar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없ld no reasonablε alternative or substitute exists;

(c) insofar as is striζt1y necess하y when, for reasons of extreme urgency brought about
by events unforeseeable by the entity, the products or services could not be obtained
in time by means of open or selective tendering procedures;

(d) for additional deliveries by the original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which are intendεd

either as p압ts replacement for existing supplies. services, or installations, or as the
extension of existing supplies , services, or installations where a 바따1ge of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would compel thε entity to procure equipment or services not
meeting requirements of interchangeability WIth 외r않dye피sting 학uipment or services6;

(e) when an entity procures prototypes or a first product or services which are developed
at its request in thε course of, and for , a particular contract for research. experiment ,
study or original development. When such contracts have been fulfilled, subsequent
proι:urements of produ다s or services shall be subject to Articles vll throu힘1 xl\η;

(f) when additional construction services which were not included in thε i피ti외 contract
but which were within the 0피ectives of the orig피al tender d∞umentation ， have, through
unforeseeable circumstances, become necess하Y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seπices

described therein, and when the entity needs to award contracts for the additional
∞nstruction services to the contractor carrying out the construction services concerned

~t is the understanding that ’ eXIsting equipment" referred to in Article XV(d} includes softw휠e to the extent
that the initlal procurement of the software was covered by the Agreement.

'Original development of a first product may include hmIted production in order to in∞rporate the results
of field testing and to demonstrate that the product is suitable for production 피 quantity to acceptable qua1i얀

standards. It does not extend to quantity production to establish commercial viability or to recover res혀reb and
developmen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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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separation of the additional construction services from the initial contract
would bedifficult for technical or econαnic reasons and cause significant inconvenience
to the entity. However, the total value of contracts awarded for the additional
construction services may not exceed 50 per cent of the amount of the main contract;

(g) for new wnstruction services consisting ofthe repetition ofsimilar construction services
whiζh confonn to a basic project for which an initial contraζt was awar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VII through XIV and for which the entity indicated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concerning the initial construction service, that limited tendering
procedures might be used in awardir.g contracts for such new construction services;

(h) for products purchased on a commodIty market;

(i) for purchases made under exceptionally advantageous conditions which only arise in
the very short term. This provision is intended to cover unusual dispos외s by firms
which are not norm외ly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or dispos외 。f assets of
businesses in liquidation, or receivership. It is not intended to cover routine purchases
from regular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G) in the case of contracts awarded to the winner of a design contest provided that the
contest has been organized in a manner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is
Agreement, notably as regards the publication, in the sense of Article IX, of an
invitation to suitably qualified service providers, to p따ticipate in such a contest which
S없11 be judged by an independent jury with a view to design contracts being awarded
to the winners.

2. Entities shall prepare a report in writing on each contract awarded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Each report shall contain the name of the procuring entity, value and kind
ofgoods or services procured, country oforigin, and a statement of the conditions in this Article which
prevailed. This report shall remain with the entities concerned at the disposal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tity in order that it may be used if required under the procedures of
Articles xvm and XXII of this Agreement.

Ar;icle XV1
얘잠eπ

1. Entities shall not, in the qualification때d selection of potential suppliers, seπice providers,
products or se:πi야S， or in the evaluation of tenders and award of contracts, impose, seek or ∞nsider

offsets.·

2. Nevertheless, having regard to general policy consideration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development, developing countries may at the time of accession negotiate conditions for the use of
。ffsets， such as requirements for the incorporation of domestic content. Such requirements shall be
used only for qu려ifica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curement process and not as criteria for awarding
contracts. Conditions shall be objective, cl않rly defmed and non-discrirninatory. They shall be set
forth in an Annex to this Agreement and may include precise limitations on the imposition of offsets
in any contract subject to this Agreement. The existence of such conditions sh외1 be notified to the
MTO Secretariat and included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and other documentation.

‘Offsets in government proc파ement are measures used to encourage Ioe퍼 development or improve the baIance
。f-payments ac∞unts byme웰s ofloc펴 content. 1icensmg oftechn이ogy ， illvεstment requIrements.∞unter-trade

or suniIar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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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l깅I

TransparenC)’

1. Parties shall encourage entities to indicate the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any deviations
잔om competitive tendering procedures or acιess to Challenge procedures, under whiζh tenders will
be entertained from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situated in countries not Parties to this Agreement
but which, with a view to creating tr없1Sparency in their own contract awards , nevertheless:

(a) sp~ify their contra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his
Agreεment;

(b) publish the procurement notices referred to in Article IX, iilc1uding, in the version
。fthe no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8 ofArticle IX (summary ofthe notice ofintended
procurement) which is published in an officiallanguagε ofthe MT。’ an indication
of the tenns and conditions under whch tenders sh외I be entertain어 from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situated in countries Parties to this Agreement;

(c) are willing to ensure that their pr'없n하lent regulatIOns shall not nonnally change dl파ng

a procurement and in the event that such change proves unavoidable, to ensure the
availability of a satisfactory means of redress.

2. Governments not Parties to the Agreement, which comply with the above procedure, shall be
entitled, having infonned the Parties , to attend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XXI of this
Agreement as obseπers.

Article XVIII
Information and Review As Regards Obligations ofEntities

1. Entities shall publish a notice in the appropriate publication listed in Appendix n of this
Agreement not later than seventy-two days after the award of a contract(s) under Articles XIn through
XV. These notices shall contain:

(a) nature and quantity of products or 5ervi~s in the contract award(s);

(b) name and address of the entity awarding the contract;

(c) date of award;

(d) name(s) and address(es) ofw피rung tenderer(s);

(e) value of winning award(s) or the highest and lowest offer taken into account in the
award of the contract;

(f) where appropriate, means of identifying the noticε issued under Article IX: 1 or
justification according to Article XV for the use of such procedure; and

(g) the type of procedure used.

2. Entities shall on request from suppliers or seπice providers from ∞untries which are a Party
to this Agreement, promptψ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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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lanation of their procurement practices and procedures;

(b) pertinent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asons why their application to qu외ify was
rejected, why their existing qualIfication was brought to an end, why they were not
selected; and

(c) to unsuccessful tenderers,pertinent infonnation concerning the reasons why tlleirtender
was not selected and on the charactεristics and relevant advantages ofthe tender seleζted
as well as the name of the winning tenderer.

3. Entities sh외i promptly inform participatrng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of decisions on
contraζt awards and upon request, in writing.

4. However, entities may decide that certain infonnation on the ∞ntract award. cαltained in
paragraphs 1 and 2(c) above, be withheld where reI앓se of such information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or otherwise be contrary to thepublic interest or would prejudice the legitimate cαnmercial
interest ofparticular enterprises,public orprivate,or might pr텅udice fair compεtitionbetweensupp1iers
and service providers.

Article XIX
Infom따!ion and Review As Regards Obligatlons of Parties

1. Parties sh외I promptly publish any law, regulation, judicial decision, administrative ruling of
general application, and any procedure (including standard contract clauses) regarding government
pr∞urement covered by this Agreement, in the appropriate publications listed in Appendix N of this
Agreement and in such a manner as to enable other Parties and suppliers or service provider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The Parties sh외I be prepared, upon request, to explain to any other Party their
governmεnt procurement procedures.

2. The government ofthe unsuccessful tenderer, which is a P따ty to this Agreement, may seek,
without pr걷judice to the provisions under Article XXII. such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contract
award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rocurement was made fairly and impartially. To this
end, the procuring government shall provide mformation on both the characteristics and relative
advantages of the winning tender and the contL~ct price. Normally this latter information may be
disclosed by the government ofthe unsuccessful tenderer provided it exercises this right with discretion.
In cases where release ofthis information would prejudice competition in future tenders this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except after consultation with and agreement of the P윈ty which gave the
information to the government of the unsuccessful tenderer.

3. Available infonnation concerning procurement by covered entitiεs and their individual contract
awards sh외I be provided. upon a request, to any other Party.

4. C。파idential infonnation provided to any P하η， which would impede law enforcαnent or otheIWise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or would prejudice the legitimate commerci앙 interest of particular
enterprises, public or private, or might prejudice fair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shall not be revealed without formal authorization from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5. The Parties shall collect and provide to the Committee on an annual basis statistics on theIr
procurements covered by this Agreement. Such repons shall contain the following infonr.ation with
Tespe다 to contracts awarded by all procurement entities covered under this Agreement:

-160-



GPRlSpecn7
Page 25

(a) for entities in Annex 1 statistics on estimated value of contracts awarded, both above
and below the threshold value on a global basis and brokendown by entities; for entities
in Annexes 2 없xi 3 statistics on estimated value of contraαsawarded와>Dve the threshold
value on a global basis and broken down by categories of entities;

(b) for entities in Annex 1, statistic~ on number and total value ofcontracts awarded above
the threshold value, broken down by entities and categories of products and services
according to unifonn classification systems; for entities in Annexes 2 and 3, statistics
。n estimated value of contracts awarded above the threshold value broken down by
categories of entities and categories of products and seπices;

(c) for enrities in Annex 1, statistics , broken down by entity and by categories ofproducts
and services, on the number and total value of contracts awarded undεr each of the
뎌ses of Art icle XV; for categories of entities in Annexes 2 and 3, statistics on the
total value of contracts awarded above the threshold value under each of the cases of
Article XV; and

(d) for entities in Annex I , statistics, broken down by entities, on the number and total
value ofcontracts awarded under derogations to the Agreement contain벼 in the relevant
Annexes; for categories of entities ill Annexes 2 and 3, statistics on the total value
of contracts awarded under derogations to the Agreement contained in the relevant
Annexes.

To the extent that such information is available, Parties shall provide statistics on the country of origin
of products aI피 servicεs purchased by their entitie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such statistics are
comparable, the Conunittee shall provide guidance on methods to be used. With a view to ensuring
effective monitoring of proc찌얹nent ∞，vered by this Agreement, the Committee may decide una피mously

to modify the requirements of points (a)-(d) as regards the nature and the extent of statistical infonnation
to be provided, and breakdowns and classifications to be used.

Article XX
Challenge Procedures

(i) Consultad’ons

1. In the event of a complaint by a supplier or seπice provider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is Agreement in the context ofa pro대rement ， Parties shall encourage the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to seξk resolution of its complaint in consultation with the procuring entity. In such ins없nces the
procuring enti암 sh외I accord impartial and timely consideration to any such con힘없nt， in a manner
that is not prejudicial to obtaining corrective measures under the challenge system.

{피) αallenge

2. Parties shall provide non-discriminatory. timely , tr없1Sparent and effective procedures enabling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to challenge 외leged breaches of the Agreεment arising in the context
of procurements in which they have, or have had, an interest.

3. Parties shall provide their challenge procedures in writing and make them generally available.

4. Parties shall ensure that documentation relating to all aspects of the process concerning
pr∞따ements covered by this Agreement sh외I be retained for three y않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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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interested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may be required to Initiate a challenge pro야dure

andnoti힌 tbε procuring entity within specified time-limits from the time when the basis ofthe complaint
is known or reasonably should have been known, but in no case less than ten days.

6. Challenges sh외I be heard by a court or by an impartial and independent review body with
no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procurement and whose members are seζure from external influence
during the tenn of appointment. A review body which is not a cωrt shall either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or shall have procedures which provide that:

participants can be heard before an op피ion is given or a decision is reached;

participants 뎌n be represented and accomp없피ed;

P하ticip하1tS shall have access to 허I proceedings;

proceedings can take place in public;

opinions or decisions are given in writing with a statement describing the basis for the opinions
or decisions;

witnesses can be presented;

documents are disclosed to the review body.

7. Challenge proc벼ures sh외1 provide for:

(a) rapid interim measures to correct breaches ofthe Agr없nent and to preseπe commercial
opportunities. Such action may result 피 suspension of the procurement process.
However, pr∞ed따'CS may provide that overriding adverse∞ns여uen야s for the interests
concerned, including the public interest, may be taken into account in deciding whether
such measures should be applied. In such circWI1Stances , just ζause for not acting shall
be provided in writing;

(b) an assessment and a possibility for a decision on the justification of the challenge;

(c) correction of the breach of the Agreement or compensation for the loss or damages
suffered, which may be limited to cos양 for tender preparation or protest.

8. With a view to the preservation ofthe commercial and other interests involved, the challenge
pr야edure s없11 normally be completed in a timely fashion.

Article XXI
Institutions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a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the Committe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ofthe Parties.
This Committee shall elect its own Chairman and Vice‘ Chairman and shall meet as necess양Y but not’ess than once a year for the purpose of affording Parties the opportunity to consult on any matter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furtherance of its objectives, and to carry out such
other responsibilities as may be assigned to it by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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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ommittee may establish working p하ties or other subsidiary bodies which shall carry
out such functions as may be given to them by the Conunittee.

Article XXII
Consult.따ions aπdDispμte Settlement

1. The provisions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M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derstanding") shall be applicable except
as ot뇨rwise specifically provided below.

2. lfanyP따ty considers that any benefit accruing to it,directly or indirectly. under this Agreement
is being nullified or impaired, or that the attainment ofany objective ofthis Agreement is being impeded
as the result ofthe failure of another P.따ty or Parties to caπ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the application by another Pa따’ or Parties of any measure, whether or not it conflict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t may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αory resolution of the
matter, make written representations or proposals to the other P하ty or Parties which it considers to
be concerned. Such action shall be promptly notified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 as specified
below. Ally Party thus approached sh려I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representations or
propos외s made to it.

3. πie DisputeS앙dementBody (hereinafter referred to as DSB)뼈와1 have the authority to establish
P따leIs， adopt pan려 and Appella~e Body reports , make recommendations or give rulings on the matter,
maintain surveillance of implementation of rulings and recommendations, and authorize suspension
of concessions and othe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consultations regarding remedies when
withdrawal of measures found to be in contravention of the Agreement is not possible, provided that
only Members Party to this Agreement shall p따ticipate in decisions or actions taken by the DSB with
respect to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4. Panels shall have the following tenDS of reference unless the p따ti않 to the벼spute agree otherwise
within twenty day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 To examine,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of (없me of any
other covered Agreement cited by the panies to the dispute), the matter referred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 by (name of party) in document GPR.DS... and to make such findings as
will assist the Dispute Settlement Body in making the recommendations or in giving the rulings
on the matter...

In the case ofa dispute in which provisions both ofthis Agreement and ofone or more other Agreements
in the Annexes to the MTO Agreement, or of the Agreement itself, are invoked by one of the p따1ies

to the dispute,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ose parts of the p따leI report con않n피ng
the interpretation뻐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 Panels established by the DSB to ex없피ne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sh외1 include persons
qualified in the area of government procurement.

6. Every effort shall be made to accelerate the pr야eeding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12.8 and 12.9 ofthe Understanding, the panel sh외I attempt
to provide its final report to the p하ties to the dispute not later than four months , and in case of delay
not later than seven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omposition and terms of reference of the
panel are agreed. Consequently, every effort shall be made to reduce also the periods foreseen in
Sections 20.1 and 21.4 ofthe Understanding by two months. Moreover,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21.5 of the Understanding, the panel sh떠I attempt to issue its decision, in cas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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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greement as to the existence or consistency with a covered Agreement of measures taken to comply
with the reζorrunendations and rulings , withm sixty days.

7. Notwithstanding paragraph 22.2 of the Understandm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any dispute arising under 뻐y agreement listed in Appendix 1 to the
aforementioned Vr띠erstal'피ing other 앙1aIl this Agreement shall not lesult in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없떠 any dIspute arIS ing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result
in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any agreement listed in the said Appendix 1
other than this Agreement.

Anide XXIII
Excepti’ons to the Agreement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외I be construed to prevent any P따ty from taking any action or
not disclosing any informa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하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relating to the procurement of arms, ammunition or war materials, or to proζurement

indispensable for national security or for national defence purposes.

2. Subject to the r'액l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때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m않ns of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와n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ny Party from imposing or enforcing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 order or sat농ty，

hw따n， 따파nal or plant life or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or relating to the products or services of
handicapped persons, of philanthropic institutions or of prison labour.

Article X죄V
Fznal Pro띠'sioπr

1. Acceptance and eηrη intoforce

πl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1996 for those governments9 whose agreed
coverage is cOTl.tained in Annexes 1 through 5 of Appendix I of this Agreement and which have, by
signature, aιcepted the Agreement by 15 April 1994 or have,by that date, signed the Agreement subject
to ratification and subsequently ratified the Agreement before 1 January 1996.

2, Accession

Any ~ovemment which is a Member of the MTO, or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MTO
which is a contracting party to the GATT 1947, but which is not a Party to this Agreement may accede
to this Agreement on terms to be agreed between that government and the Parties. Accession shall
take place by deposit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MTO ofan instrument of accession which states
the terms so agreed. Until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εment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the instrument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to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GATT.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n acceding govenunent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its accession to the Agreement.

'For the p따pose of this Agreement, the term •governmζnt ’ IS deemed to include the ιompetent authorities
。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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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ansitional arrangements

(a) The Governments of Hong Kong and Korea may delay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except Articles XXI and XXII , to a date not later than
1 Janu하y 1997 ‘ The corrunencement date shaH be notifi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thi따， days in advance.

(b)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its application
by Hong Ko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Hong Kong and all other Parties
to this Agreement which are on 15 April 1994 Parties to the Agreement on Govenunent
Procurement done at Geneva on 12 April 1979 as amended on 2 February 1987 (the
"1988 Agreement") s뼈11 be governed by the substantivelO provisions of the 1988
Agreement, including i압 annexes as modified or reζ.tified， which provisions are
incorporated herein by reference for that purpose and sh외I remain in force until
31 December 1996.

(c) Between Parties to this A옹reement which are also Parties to the 1988 Agreement ,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shall supersede those under the 1988
Agreement.

(d) Article XXII of this Agreement shall not enter into force until the entry into forιε of
the MTO. Until such time, the provisions of Article VII ofthe 1988 Agreement shall
apply to consul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greement, which provIsions
are hεreby incorporated in the Agreement by reference for that purpose. These
provisions sh외I be applied under the auspices ofthe Committee under this Agreement.

(e)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MTO, references to MTO bodies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the corresponding GATT body.

4. Reservations

Reservations may not be entered in respect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5. National legislatinn

(a) Each government ac야pting or acceding to this Agreement shall ensure, not later tha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it, the conformity of i야 laws ,
regulations and admi띠strative procedures, and the rules , pr야edures and practices
applied by the entities contained in its lists annexed hereto, with the provisiQns ofthis
Agreement.

(b) Each Party shall inform the Conunittee of any ch때.ges in its laws 따1d regulations
relevant to this Agreement and in the administration of such laws and regulations.

6. Rectifications or mo행cations

(a) Rectifications, transfers ofan entity from one annex to another or, in exceptional cases ,
。ther modifications relating to Appendices I-IV to this Agreement shill be notified
to the Conunittee, along with information as to the likely consequences of the데따1ge

10All provisions of the 1988 Agreement except the Preamble , ArtIcle VII 뻐d Article IX other than
paragrnphs 5(a) and (b) and paragrap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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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mutually agreed coverage provided in this Agreement. If the rectifications,
transfers or other modifications are of a purely formal or minor nature, they shall
become effective provided there is no objection within thirty days. In other cases,
the Chairman of the Conunittee shall promptly convene a meeting of tl:.e Conunittee.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the proposal and any claim for compensatory a디justments ，

with a view to maintaining a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a comparable level
。f mutually agreed 따lVerage provided in this Agreement prior to such notification.
:in the event of agreement not being reached, the matter may be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contained in Article xxn of this Agreement.

(b) Where a Pa따I wishes , in exercise of its rights, to withdraw an entity from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on the grounds that government control or influence over it has been
effeζtively eliminated, that P하ty shall notify the Corrunittee. Such modification shall
become effective the day after the end of the following meeting of the Conunittee,
provided that the meeting is no sooner than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notification
and no objeεtion has been made. In the event of an objection, the matter may be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야edures on consul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contained in Anicle XXII ofthis Agreement. In considering thε proposed modification
to the Annexes and any consequεmi외 compensatory adjustment. allowancε shall be
made forthe market-opening ~ffects ofthe removal ofgovernment control or influence.

7. Reviews, negotiations andfuture work

(a) The Committee shall review annually the implementation 때d operation of this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objeζ，tives thereof. The Committee shall annually
inform the General Council of the MTG of developments during the periods covered
by such reviews.

(b) Not later than the end of the third year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periodically thereafter, the Parties thereto shall undertake further negotiations,
with a view to improving this Agreement and achieving the greatest possible extξnsion

。f its coverage among all Parties on the basis of mutual reciprocity, having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nicle V relating to developing countries.

(c) Panies sh외I seek to avoid i~troducing or prolonging discriminatory measure~ and
practices which distort open procurement and shall, in the context ofnegotiations under
sub-paragraph (b), seek to eliminate those which remain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8. l껴foπ’1i2tion technology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the Agreement does not constitute an unne야ss따y obstacle to
technical progress, including, ifnecessary, by negotiating modifications to the Agreement, Parties shall
consult regularly in the Conunittee regarding developments in the use of information te바mology in
governm하1t pr따lI'eIIlent. These consultations sh떠I in particular aim to ensure that the use of information
te마nology promotes the aims of 야>en， non검iscru피natory 없1d efficient government procurement through
transparent procedures , that contracts covered under the Agreement are clearly identified and that all
av외lable 피form와ion r，러ating to a p따ti다꾀ar contract can be identtfi벼. When a Party inteI녕s to innovate,
it shall endeavour to take into account the views expressed by other Parties regarding any potent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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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mendments

The Parties may amend this Agreement having regard , inter alia , to the experience gained
in its implementation. Such an amendment, once the Panies have concur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야dures established by the Conuruttee, sh려1 not enter into force for any P와ty until it has been
ac야pted by such P따ty.

10. Withdrawal

(a) Any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깐le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upon
the expiration of sixty days from the date on which written notice cf withdrawal is
receiv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Agrεernent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Any Party may upon such notIfication request an immediate meeting
of the Committee.

(b) If aP따ty to this Agreement does not become a Member of the MTO within one year
。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MTO or ceases to be a Member of the MTO, this shall
automatically entail withdrawal from this Agreement with effect from the same date.

11. Non-application of this Agreemenr between particular Parties

This Agreement sh외1 not apply as between any two Paniεs if either of the Panies , at the time
either a야epts or accedes to this Agreement, does not consent to such application.

12. Notes, Appendlce.s and Annexes

The notes, appendices and annεxes to this Agreξment constitute an integral part thereof.

13. Secretariat

This Agreement shall be serviced by the MTO Seerεtariat.

14. Deposit

Until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the text of this Agreement sh외I bed맹osited with the Director깅eneral to the CONTRACTING PARl正S

to the GAIT 1947, who shall promptly furnish to each Party a certified true copy of this Agreement,
of each rectification or modification thereto pursuant to paragraph 6 and of each 없nendment thereto
pursuant to paragraph 9, and a notification of each accep때nee thereof or accession thereto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and of each withdrawal therefrom pursuant to paragraph 10 of this Aniele.
πlisAgreement and any amendments thereto shall,upon entry into force of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Trade Org윈피zation.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at Agreement, who
sh려I 앓rry out the above tasks previously assigned to the Direζtor-General to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GATT 1947.

15. Registration

This Agreement shall be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ε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Done at Geneva this [ ] in a single copy , in the English , French and Spanish languages , each
text being authentic,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with respect to the 11sts of entities annexed 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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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The tenns "country" or "countries" as used in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Appendices , are
to be understood to include any separate customs territory signatory to this Agreement.

In the 때se of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signatory to this Agreement where an expression
in this Agreement is qu외ified by the term "national" , such expression sh외I be read as pertaining to
that customs territory. unless otherwise specified.

Aπ1’ele 1, paragrlψh1

Having regard to general policy considerations relating to tied aid, including the objective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respect to the untying of such aid,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procurement made in furtherance oftied aid to developing countnes so long as it is practised by 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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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ANNEXES 1-5

The Annexes of Parties for Annexes 1-5 as 바stributed:

Austria dated 14 December 1993

C따‘ada dated 14 December 1993

EC dated 14 December 1993

Finland date킬 14 December 1993

Hong Kong dated 13 December 1993

Israel dated 14 December 1993

Japan dated 14 December 1993

Korea dated 14 December 1993

Norway dated 14 December 1993

Sweden dated 14 December 1993

Switzerland dated 14 December 1993

United States - dated 13 Decemb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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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C

정부초달협정에 대한 우려나라의 양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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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I‘ 청부조딸협청 확창협상을 위한

한국의 양허안

1993. 12. 14

대 한 면 국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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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전 문

o 한국은 1994.4.15 일 이전까지 본 양허안에 대한 기술적인 변경과 함께 오류

누락 또는 부정확한 사항애 대해 정정할 수 있는 권라를 유보함

H, 분야밸 양허내용

1. 중앙정부기관(빼 NEX 1)

가. 양허대장 가관

o 갑사원

o 국무총라 비서실

o 행정조정실

o 청푸창관 제 1잘

o 정무장관 제2실

o 경제기획원

o 통엘원

o 총무처

o 과학기술처

o 환청처

o 공보처

o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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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보훈처

o 외무부

o 내무부

o 째무부

o 법무부

o 국방부

o 쿄육부

o 문화체육부

o 농림수산부

o 장꽁자원부

o 건설부

o 보건사회부

o 노동부

o 교통부

o 체신부

o 조달청(양허된 겨관의 구매분에 한하며， 뼈NEX 2.3의 양허기관을 위한

구매에는 해당기관의 적용범위와 하한션이 척용됨)

o 통계청

o 기장청

o 경찰청(협정 제23조에 의거 차안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뭄품의 구매를

쩨외함)

o 국셰청

o 관세청

o 대검찰청

o 명무청

o 놓촌진흥청

o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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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산청

o 공업진홍청

o 특허청

o 해운항만청

o 철도청(한국정부는 철도청을 ’ 96 년 공사화할 계획이며， 아 경우 한국

청부는 아무런 협의냐 보상없이 이를 ANNEX 3으로 이동시킬 권리를

보유함)

나. 척용대상 분야 빛 하한션

o 물 폼 : 13만 SDR

o 서버스 :13만 SDR

o 건 설 : 500만 SDR

다. 예외조항 (Note)

o 상기 양허기관들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따라 그 보조기관， 특별지방

행정거관 및 부속기판을 포함함

o 본 협정은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서버스의

구매애는 적용되지 않음

o 본 협정은 예산회계법 빛 동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구매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상의 농.수.축산물

구매애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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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협정용 항공우주산업육성법에 따른 인공위성 구매에는 협정발효 후

5년간 적용되지 않음

o 국방부에는 국방군수본부가 포함되며， 본 협정은 협정문 23조1항에 근거한

한국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의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하기 FSC 분류

품목에 한하여 일반척으로 적용되며， 때NEX 4 ， 5의 서버스와 건설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및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반 척용됩

군급번호 품 며
。

2510 I 차량악 운천실， 보디 및 프레임용 구조

2520 j 차량의 동력전달장치

2540 I 차량용 가구 및 부속풀

2590 I 잡종 차량 부분품

2610 I 항공기용을 제외한 공기식 타이어 및 튜브

2910 I 항공가용이 아닌 엔진의 연료계롱 부분품

2920 I 항공기용어 아닌 엔진의 전기계풍 부분폼

2930 I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냉각 채통

2940 I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공기 빛 오일여과기 및 정화기

2990 I 항공가용이 아닌 잡종 엔전 부속폼

3020 I 기어， 활자.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3416 I 션 반

3417 I 빌링머신

3510 I 셰탁 빛 드라이크라닝 장비

4110 I 냉동장비

4230 I 오염쩨거/주입용 장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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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변호 폼 명

4520 I 난방장치 및 가정용 온수기

4940 I 잡종장비 및 수리공장용 륙수장벼

5120 J 동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날이 없는 수공구

5410 I 조렵식 빛 이동식 건축물

5530 1 합판/베니아판

5660 I 울타리 및 문

5945 I 렬레이/슐러I노여드

5965 ’ 혜드세트， 핸드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5985 I 안테나 도펴판 및 복수장벼

5995 I 케이블， 코드 및 와이어 조립체 통신장비용

6505 I 약폼 및 쟁불학

6220 I 차량용 전기조명둥 및 장치

6840 I 살충 및 소톡쩨

6850 I 기타 잡종 확학특수 생산품

7310 I 옴식조리， 쩨빵 및 급식용 장비

7320 I 부엌용 장벼 빛 기계

7330 I 부엽용 손공구 및 그릇

7350 I 식탁용 그릇

7360 I 휘사 및 급식용 세트， 커트 및 장버

7530 j 사무용품 및 기록양식

1920 I 비. 솔， 절레 및 스폰지

7930 ’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8110 I 드렴 및 챈

9150 I 오일/그리야스， 철삭. 올활 및 유압용

9310 I 지 및 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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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기관 (ANNEX 2)

가. 양허대상 기관

o 서울특별셔

o 부산직할서

o 대구직할시

o 인천직할시

o 광주직할시

。 대전직할시

o 경기도

o 캉원도

o 충청북도

o 충청남도

o 경상북도

o 경상남도

o 전라북도

o 전라남도

o 제주도

나. 척용대상 분야 빛 하한션

o 물 품 : 20만 SDR

o 서비스 : 20만 SDR

o 건 설 : 1 ， 500만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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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외조항(Note)

o 상기 양허기관들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 작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함

o 본 협정은 재판매 또눈 판매를 팎한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셔비스의

구매에논 척용되지 않음

o 본 협정은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음

o 본 협정은 항공우주산업육성법에 따른 인공위성 구매에는 협정발효 후

5년간 적용되지 않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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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의 협정적용 대상기관(때NEX 3)

가. 양허대상기관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국민은행

o 한국주택은행

o 한국담배.인삼공사

o 한국조폐공사

o 한국전력공사 (HS 8504, 8535 , 8537 , 8544에 해당되는 품목은 체외)

o 대한적탄공사

o 대한광업진흥공사

o 한국석유개발공사

o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o 대한푸역진흥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대한주헥공사

o 한국수자원공사

o 한국토지개발공사

。 농어촌진흥공사

o 농수산물유통공사

o 한국전기통신공사f일반통신장비 빛 통선망 장버는 체와)

o 한국관광공사

o 국정교과서주식회사

o 끈로복지공사

o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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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척용대상 분야 및 하한전

o 물 품 : 45만 SDR

o 건 설 : 1 ， 500만 SDR

다. 예외조항 (Note)

o 본 협정은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는 척용되지 않음

o 본 협정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따른

수의계약구때에는 적용되지 않음

o 본 협정은 항공우주산업육성법에 따른 인공위성 구D~에는 협정발효 후

5년간 척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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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때NEX 4)

가. 양허대상 서비스

GNS!W!120 c P c 분야 빛 업종

1. 사업서바 A

A. 전문직 서바스

1. A. b 862 회계서버스

1. A. c 863 세무서비스

1. A. d 8671 건축설계서버스

1. A. e 8672 엔지니어령서비스

1. A. f 8673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

1. A. g 8674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버스

B. 컴퓨터 및 관련 서버스

1. B. a 841 컴퓨터설비차문서비스

1. B. b 842 소프트웨어시행서비스

l.B. c 843 DP 서버스

1. B. d 844 DB 서비스

1. B. e 845 유컴퓨터서를 포함한 사푸가계 및 장비의 수션，
자 바스

E. 임대셔버스(운전인력 제외)

1. E. a • 83103 선박 임대 셔버스

1. E. b 83104 항공기 임대서바스

1. E. c 83101, 83105* 기(1 5타언운수야창하비의 임대서비스
송 숭합차에 한함)

1. E. d 83106 , 83108 , 83109 기타 기계 맞 장비 임대서비스

83107 건설기계 빛 장비 임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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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W/120 c P C 분야 및 업종

F. 겨타 사업셔버스

1. F. a 8711 , 8719 황고척비스

1. F‘ b 864 시장조사 빛 여론쪼，1-} 서바스

l. F‘ c 865 쩡영컨설탱 셔버스

l. F‘ d 86601 사업관려서버스

1. F. e 86761* 성분 · 춘도첨사대한빛 분석셔바검스(대및기， 석물셔，
소쯤， 전풍에 측정， 사 분 바스)

86764 기술척 진단서버스

1. F. f 8811* , 8812* 농업 및 축산업관련 자푼셔비스

8814* 병임충업해관련방서지버셔스H(I항A공논에쩨의외한) 산불진화 및

1. F. g 882* 애업관련 자문서비스

1. F. h 883* 광업판현 자문서비스

1. F. m 86751 , 86752 과학 • 기술관련 자푼서벼스

1. F. n 633. 8861 , 8862 , 장비의 유Al 벚 수선서버스
8863 , 8864 , 8865.
8866

1. F. p 875 사친척버스

1. F. q 876 포장서바스

1. F. r 88442* 쐐첼펀업언)쇄어닙쇄버아쐐어l4얀 쇄
관현 서바스

1. F. s 87909* 국쩨합악 용역서l:ll~ 빛 속기셔버스

1. F. t 87905 번역 및 풍역셔버스

2. 커퓨니케어션서버스

c. 통신서비스
2.C.h 7523* 전자사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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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W!120 C P C 분야 및 업종

2. C. i 1523* 음성사서함

2. C. j 1523* 온라인정보검색

2.C.k 1523* 전자척 데이타 쿄환 (ED!)

2. C. I 1523* 고도 팩시밀리(축적 및 전송과 축적처리
포함)

2.C.m 코드 및 츠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언 정보처리

D. 시청각 서버스

2.D.a 96112* , 96113* 영화 빛 바다오 쩨작 • 배급셔버스(유션방송
프로그햄 공급업 체외)

2.D.e 음반제작， 배급서비스(Sound Recording)

6. 환껴서비 A

6.A 9401* A. 폐수수탁처라서비스(산업폐수만 포함}

6.B 9402* B. 산업폐기물 수집쳐려 서비스

6.D D. 기 타

9406* , 9409* - 환경영향형가 서버스

9404* , 9405* - 배껴가스 정화 및 소음방칙셔버스(셔공분야
는 쩨외)

11. 운송λ캔1손

A. 해운서버스

11.A. b 1212* 화물운송서버스

- 국제해운 (Cabotage 제외)

11. A. d 8868* 션박유지 및 수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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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W/1 20 C P c 분야 빛 업종

F. 육상운송서비스

‘1‘‘1. F. b 71233* 화물운송서비스

- 컨태이너 화물운송서버스 (Cabotage 제외)

H. 운송 부수서버스

11. H. a 741* - 수상화물 취급서버스

-포제건태공함되)이는너 헌λ태테이이션너셔스비태스이(항션안셔지비역스에만서

11. H. b 742* 항만내 창고업(농축수산물 창고업 체외)

11. H. c 748* 화물운송주션서버스

해해혜항懶摩챔이η스
훤 송대리점

- 통 서버스

11. 1. - 철도 소운송업

* CPc 번호위의 asterisk논 본 양허표상와 해당 서버스 업종이 CPC 변호에 의하여

분류된 셔버스 분야의 일부만올 포함하는 것을 의미

나. 적용대상 기관 빛 하한션

o 중앙정부기관 :13만 SDR

Q 지방정부기관 : 20만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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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 설 (ANNEX 5)

거. 양허대상 부문

GNSjWj120 C P c 분야 및 업종

3. 건 λ4
F톨

3.E 511 정지작업

3.A 512 건축

3.B 513 탤

3.e 514 조립건축

3.E 515 잔문건설

3.e 516 설비공사

3.D 517 마감공사

냐. 척용대상 기관 빛 하한션

o 중앙정부기관 : 500 1관 SDR

o 지방정부기관 : 1, 500만 SDR

o 기 타 기 관 : 1, 500만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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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일반젝 주석사항

1. 한국정부는 Ee 회원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의

물품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a) 철도청의 구매계약

(b) ANNEX 1상의 기관이 공항에 사용할 목적으로 행하는 구매계약

(c) 빼NEX 1， 2상의 기관이 지하철을 포함한 도시교통에 사용할 목척으로

행하는 구매계약에 대해

상기 국가들이 동일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에 대해 동둥하고 효과척언 시장

접근을 허용할 때껴지 본 협정의 혜헥을 부여하져 않을 것임

2. 때NEX 2.3의 기관들이 행하는 조달과 관련， 본 협정은 캐나다의 물품， 서버스

및 동 공급자에게는 척용되지 않음. 한국정부는 채나다와의 뻐NEX 2.3 척용

범위문체가 해결되는 측시 본 주석을 수정할 것임

3. 때NEX 4상의 각 서비스 업종은 특정국가에 대해， 동 국가가 풍일환 셔비스를

양허한 경우에만 적용됨

-188-



Korea ’s Understanding of the Coverage of tfie Exception Relating to Resale

o Korea provided a general note which reads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the products and services with a view to resale or to use in the

production of goods or provision of services for sale" as an exception

to each Annex.

。 Korea put this note on its offer on the understanding that this exception

is generally accepted according to Article 3 Paragraph 8 of GATT, while

there are no comments regarding this point in the Chairman's Text on

Government Procurement Negotiations of June 5, 1992.

o However, in implementing this note, there may arise confusion regarding

the exact coverage of this exception, because there are no established

criteria or·cases concerning this exception.

o In this light , Korea offers the following criteria to avoid possible

confusion and conflicts in the course of applying this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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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cases of direct resale , Korea considers there will be few problems

in determining whether to apply this exc걷ption or not , and Korea under

stands that the procurement of such services as transportation , storage,

insurance which are incidental to the procurement of products for resale

will also be included under this exception.

In Korea ’ s offer, such procurements as below will be covered by this

criterion, although the following list is not exhaus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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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for stockpiling and releasing by Office

of Supply.

- Procurement of telephone cards by Korea Telecom.

- Procur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by Agricultural

and Fishery Marketing Co.

- Procurement of LNG by Korea Gas Co.

- Procurement of anthracite coal by Dai Han Coal Co.

- Procurement of petroleum by Korea Petroleum Development Co.

- Procurement of duty-free goods by Ko rea National T。‘lrisllr.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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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viding a criterion for the procurements for use in the production of

goods or provislon of services for sale is a more complicated and

difficult matter relating to the commercial activities of each entity.

Considering these difficulties , Korea proposes the concept of ’ direct

cost ’ in each entity ’ s accounts procedure. as the criterion for this

kind of procurement.

In Korea ’ s offer. such procurements as listed below will be covered by

this criterion, although the following list is not exhaustive.

-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for the production of tobacco and ginseng

steamed red by Korea iobacco &Ginseng Co.

- Procurement of building materials to build housing for sale by Korea

National Housing Co.

- Procurement of medicines for providing medical services by Korea

Labour Welfare Co.

- Procurement of printing materials such as paper for the printing of

books by National Textbook Co.

- Procurement of printing materials for printing securities by Korea

Security Printing and Minting Co.

- Procurement of fuel for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by Korea Electric

Power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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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Subsid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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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SCM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l'RES

PART I' GENERAL

Article J

DI챈mtion ofa SubsllJy

1.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subsidy shall be deemed to ξXlst If'

(a)(1) there is a financial contnbul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 Ie body wlthm the terntory
of a Memb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I'government") , ie , where

(i) Goverrunent practice involves a direct transfer of funds Ie 성 ‘ grdnts ‘ Iυans.

and equity mfusion}. potential dlrecttransfers of funds or liabIlities (e.g ‘ loan
guarantees);

(ii) goverrunent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IS foregone or nOI colleLt~d (e.g. ,
fiscal incentives such as tax credits)l;

(iii) a goverrunent provides gqods or sen ices other than general mfrastructure ,
or purchases goods;

(IV) a government makes payments to a funding mechanism , or entrusts or directs
a pnvate body to caπy out one or more of the type of functions illustrated
in (i) to (iii) above which would normally be vested in thε governmem and
the practice. in no real sense. differs from practices normally followed by
governments:

or

(a)(2) there is any form of income or price support in the sense of Article XVI of the
GATT 1994;

and

φ) a benefit is thereby conferred.

1 2 A subsidy as defined in paragraph I above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t II or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t III or V of this Agreement only If such a subsidy is specific m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 below

'In acιordance with thε proVIsIOns lit' Artu:1e XVI ofthe GATT 1994 (Note to ArtIcle XVn and the provIsIOns of Annexes
Ilhrough III of thIs Agreemenl , the e‘ emplllm of an exporκd producte냐 from dUlll:' or Ll xe~ borne hy the like product when
de잉lmed for domes lIι consumpt’‘’n. or the remiSSion of suιh dUlles or taxes In amount not In exces~ of those which have
accrued. shal‘not be deemed to be a sub‘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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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조금 다l
;‘ 상져I 조치에 판한 협정

제 I H
I 얼 반

제 1 조 (보조금의 정악)

1.1 본 협정의 옥적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l) 회원국 영역에셔 다음과 같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하 “정부”라한다)의 재정자

원이 있는 경우

(Jl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이전(예 :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이전

는 채무 부담(예 : 대출보증 등)

(Ii) 정부 세엽의 포기(예 : 써액공제 1)와 같은 재청척 유언책)

(111) 정부에 의한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또는 재화의 구애

1:1:
....L-

(IV)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일반척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상기 (i )-(ni)의 가능윷 수행하는 면간 기관에 대하여 권한을 위 임하거나 감독하며，

당해기관의 활동아 정부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은 경우， 또는

(a)(2) GAT!' 1994 체 16조에 의한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자원이 있는 경우 그리고

(b) 이에 의해 혜택이 주어질 경우

1.2 1 .1에서 청의된 보조금은 제2조에 규청된 특청성이 있는 갱우에 한해셔 본 협청 제2

부가 적용되거나， 저113부 또는 제5부가 척용된다.

1) GAIT 1994 재 16조 및 본 협정의 Annex I 내지 III 의 규정에 의해서 국내소비용에는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풍에 대해서 변제하거나 당초 냥부한 긍액을 초과하지 않는 긍액의 관서l 또는 초세를 환급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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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Spec댄다ty

2.1 In order to detennine whether a subsidy, as defined in paragraph 1ofArticle 1above is specific
to an enterprise or industry or group of enterprises or indust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rtain
enterprises '’)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granting authority. the following principles shall apply:

(a) Where the granting authority,or the legislation pursuant to which the granting authority
operates. explicitly limits access to a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 such subsIdy shall
be specific.

(b) Where the granting authority,or the legislation pursuant to which the granting authority
operates, establishes objective criteria or conditions2 governing the eligibility for, and
the amount of, a subsidy, specificity shall not eXIst, provided that the eligibIlity is
automatic 없ld that such criteria and conditions are strictly’ adhered to. The critena
or conditions must be clearly spelled out in law, regulation, or other official document ,
so 잃 to be capable of verification.

(c) If, notwithstar떠ing any appearance of non-specificity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laid down in subparagraphs (a) and (b) above,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that the subsidy may in fact be specific, other factors may be considered Such
factors are: use of a subsidy programme by a limited number of certain enterprISes ,
predominant use by certainenterprises , thegranting ofdisproportionately largeamounts
of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and the manner in which discretion has been exercised
by the granting authority in the decision to grant a subsidy.’ In apply lOg this
subparagraph,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extent of diver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granting authority, as well as of the length of
time during which the subsidy programme has been in operation.

2.2 Asubsidy which is limited to certain enterprises located wIthin a designated geographical reg iO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granting authority will be specific. It is understood that the setting or
change ofgenerally applicable tax rates by alllevels of govenunent entitled to do so shall not be deemed
to be a specific subsidy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2.3 Any subsidy falling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 shall be deemed to be specific

10bjectlvecritena orcondltions, as used herem, mean criteria or condltlon~ which are nelltral. v. hlch do nOI favour certain
enterpnses over others , and which are economic In nature and honzontal 10 apphcatlon ~\ιhd “ number ot employees ‘’r
size of enterpn양.

lIn tlllS regard, mformation on !hefrequency With which apphcatlon~ for asub<;ldy arc rl." fu~ed or appr‘’vcd and the reasons
for such dec‘slOns shall. In parllζular，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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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 조 〈특정성)

2.1 제 1조 제 1항에서 정의된 보조금이 공여기관의 관할내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산업 또

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이하 “어떤 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특정적인지의 여부는 다

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a) 공여기관 또는 관련법률이 보조금 지급올 일부 기업에 대하여 명백히 제한하는 경

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

(비 공여기관 또는 판련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초

건 2)을 설정하고， 당해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다. 다

만， 이들 기준 및 초건은 법령， 규정 또는 기타 공식문서에 명시되어 입증가능하여

야 한다.

(c) 상기 (a), (b)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요소

들은 다음과 같다.

제한된 숫자의 기업에 의한 보조금 사용， 특정가업에 의한 보조급의 주된 사용， 특

정기업에 비례적이지 않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 공여 3)， 보조금공여 결정에 있어 공

여기관에 의한 차별적인 방식.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조금지원정책이 집행되는 기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기관의 경제적활동의 다양성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2.2 공여기관의 관할지역중 특정지역내 위치하는 모든 기업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특정적

이다. 본 협정의 목적상 어떤 수준의 정부에 의해서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셰

율의 결정 또는 변경은 특정적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3 체 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둔 보조금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여기서 객관적 기준 및 조건이라 함은 중립적이고， 특정꺼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특혜를 주지 않으며，

경제적 성격의 것으로서 공형하게 적용되는 것， 흑， 종업원수 또는 기업의 규모 퉁을 말한다‘

3)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이 거부 또는 승인된 빈도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결정의 이유는 특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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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Any detennination of s홈cificity w퍼er 야1c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CI앓따 substantiated
on the basis of positive evidence.

PART ll: PROHIBITED SUBSIDIES

Article 3

Prohibition

3.1 Except as provided in the Agr풍ment on Agriαl1ture， the following subsi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above, shall be prohibit벼:

(a) subsidies contingent, in law or in facr, whether solely or as one of several other
conditions, upon e자>Ort perfonnance, including those illustrated in Annex I;s

(b) subsidies contingent, whether solely or as one of several other conditions, upon the
use of do~estic over imported g∞ds.

3.2 Members shall not grant nor maintain subsid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ticle 4

Remedies

4.1 Whenever a Member has reason to believe that a prohibited subsidy is being granted or
maintained by another Member, such Member may requ않t consultations with such other Member.

4.2 A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above _shall include a statement of available
evidence with regard to the existence 없피 narore of the subsidy in question.

4 .3 Upon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above, the Member believed to be granting
or maintaining the subsidy in question shall enter into such consultauons as quickly as possible The
purpose of the consultations shall be to clarify the facts of the situation and to arrive at a mutually
accεptable solution.

4.4 If no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has been reached within thirty days6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any Member p하ty to such consultations may refer the matter to the Dispute Settlement

‘This star피ard is met when the fa띠s demonstrate that the granting of a subsidy. Without havUlg been made legally contmgent
upon export performance. is in fact tied to actual or anticipated exportation or야port earnmgs. Themere fact that a subSidy
is accorded to enterprises which export shall oot for that reason alone be considered to be an export subSidy withm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Measures referr벼 to in Annex I as not cons빼뼈1ge칙>OTt subsidies 양녀II not be prohibited under thIS or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6Any time periods mentioned in this Article may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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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본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쩨 표부 금지보조금

제 3 조 (금 지)

3.1. 농산물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처u초가 의미하는 범위내에서 다음의

보조금은 금지된다.

(벼 유일한 또는 다룬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으로서 Annex I 5)에 케기된 것을 포함한다.

(b)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충의 하나로서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의 사용에 대해

공여되는 보조금-

3.2. 회원국을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4 조 (구제절차)

4.1. 다른 회원국에 의해서 금지보조금이 공여 또는 유지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

는 체약국은 그 다른 체약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았다.

4.2. 제 1항에 의한 요청은 당해 보조금의 존채 및 성격에 대한 확보된 증거에 관한 진술

을 포함하여야 한다.

4.3. 제 1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당해 보조금올 공여 또는 유지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회원국운 가능한 한 초속히 협의률 개시하여야 한다. 협의의 목척은 상황에 대한 사

실올 명백히 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4.4.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6)이내에 상호 수용가농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환 경우， 협

의 당사국은 분쟁해결기구CDSB) 1)에 즉각적인 소위훤회 (Panel)의 설치를 요구활 수

있다. 다만， DSB는 다수의 풍의로 동 소위원회를 셜치하지 아니할 수 았다.

4) 야 기준은 보조금지급이 협률척￡로는 수출성과와 관련이 없￡나， 설제로는(in fact) 예상 또는 실제 수출이

나 수출수입과 연관된다는(tied)사실에 의헥 충족될 수 있다‘

수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아 제공된다는 단술한 사실만으로는 본 규정이 의미하는 수출보조긍￡로 간주되어

서는 안된다.

5) 예시목록(Ill ustrative List) 에서 수훌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조치는 본규정 및 본협정의 어느 규

정에 의해서도 금지되지 아니한다.

6) 본조에서 규정된 기간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었다.

7) MTO설립협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분쟁해결기구([잉 B)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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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여.y7 (the DSB) for the immediate establishment of a P없leI ， u피ess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establish a panel.

4.5 Uponi양 establishment, the Panel may rl며uest the assistance ofthe Pennanent Group ofExper양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E") with regard to whether the measure in question is a prohibited subsidy.
If sorequ않ted， the POE sh외1 immediately review the evidence with regard to the existence없띠 nature
of the measure in question and sha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Member granting or maintaining
the measure to demonstrate that the measure in question is not a prohibited subsidy. The POE shall
report its conclusions to the Panel within a time limit determined by the Panel. The POE’s conclusions
on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measure in question is a prohibited subsidy sh외1 be accepted by
the Panel without modification.

4.6 까leP따tel， es뻐blishedP파m파nttoparagraph4하>ove， shall submit i양 &힐Ir맹ort to the Members
P없ty to the dispute. The rl야)Ort shall be circulated to all Members within ninety days of the date of
the composi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s terms of reference.

4.7 If the measure in q야stion싫 found to be a prohibited subsidy, the Panel shall recommend that
the subsidizing Member withdraw the subsidy without. delay. In this regard, the Panel shall specify
in its recommer퍼alion the time period wi야lin which the measure must be withdrawn.

4.8 Within thirty days of the issuance of the Panel’s report to all Members, the report shall be
adopted by the DSB unless one of the p하ties to the dispute formally notifies the DSB of its decision
to appeal or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adopt the report.

4.9 Where a panel report is appealed, the Appellate Body sh외1 issue its decision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when the party to the dispute formally notifies its intention to appeal. When the Appellate
Body considers that it cannot provide its r，한>ort wi야lin thirty days, it shall inform the DSB in writing
ofthe reasons for the delay together with an estimate ofthe period within which it will submit its report.
In no case shall the proceedings exceed sixty days. The appellate report shall be adopted by the DSB
and unconditionally accept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unless the DSB decides by _consensus not
to adopt the appellate report within twenty days following its issuance to the Members.8

4.10 In the event the recommendation of the DSB is not followed within the time period specified
by the Panel, which shall commence from the date of adoption of the Panel ’s report or the Appellate
Body’s report, the DSB sh외I grant authorization to the complaining Member to take appropriate9

countermeasures, unless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to r，멍ect the request.

4.11 In the event a party to the dispute requests arbitration under paragraph 22.6 of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Iεrningthe Settlement ofDisputes (the DSU), the arbitrator shall detennine
whether the countermeasures are appropriate. IO

'As established m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MTO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SB.

·π a meetmg of the DSB is not sched'비ed during this period. such a meeting of the DSB shall be held for this
purpose.

~his expression is not meant to allow countermeasures that are disproportionate in light of the faζt that the subsidies
dealt with under these provIsions are prohibited.

‘η'his expressIOn is not meant to allow COUR‘ermeasures that are disproponionat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subsidies
dealt WIth under these provisions are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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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위원회는 당해 보조금이 금지보조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상임전문가그룹(Perma

nent Group of Experts, PGE)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PGE는 즉시 당해조치의 존재 및 성격에 관한 중거를 검토하고， 당혜초치를 공여 또

는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이 당해조치가 금지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PGE는 소위원회가 결정한 기한내에 그 결론을 보고하여야 하며， PGE의 금지보조금

여부에 대한 결론은 소위원회의 수정없이 채택되어야 한다.

4.6. 상기 저1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렵된 소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국인 회원국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는 소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90일이내에 모든 회원

국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4.7. 당해조치가 금지보조금이라고 안정될 때에는 동소위원회는 보조금공여국에게 지체없

이 통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소위원회는 권고안에서 당해조치의 철폐기한을 지정할 수 었다.

4.8. 분쟁당사국중 일방。1 DSB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체기를 공식척으로 통지하거나，

DSB가 다수의 동의로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를 채외하고， 동보고

서는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된날부터 30일 이내에 DSB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4.9. 소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심사기구(The Appellate Body)
는 분쟁당사국의 공식적 이의채기통지일부터 30일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의

심사기구가 30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ξ로 그 지체의

사유 및 보고서제출이 가능한 예상기간을 DSB에 통보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절차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의심사기구의 보고서는 통보

고서를 회원국에게 체출한 날부터 20일 이내 8)에， DSB가 다수의 동의로 채택하지 않

는 경우를 제외하고， DSB에 의해 채택되어야 하며 조건없이 이해당사국에 의해 수

용되어야 한다.

4.10. DSB의 권고가 소위원회가 지청한 기간(소위원혁의 보고서 또는 이의심의 71 구의 보

고서가 채택된 날부터 기산한다)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DSB는， 다수의 동의로 요

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소국에 적절한9)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4.11. 분챙당사국이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양해각서"(DSU)제 22.6항에 의

하여 중채를 요구하는 경우， 중채자는 대응조치가 적절한지 10)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8) 통기깐통안 DSB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올 경우에는 이 목적올 위하여 DSB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9) 이 표현은 이 규정에 의하여 취굽되는 보조금이 굽지된다는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불균형척인 대응조치를 허

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논다.

10) 이 표현은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되는 보조금이 금지된다는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불캄형적인 대응조치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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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For purposes ofdisputes conduct벼 pursuant to this Article. except for time periods specifically
prescribed in this Article. time periods applicable u찌er the DSU for the conduct of such disputes shall
be half the time prescribed therein.

PART 1lI: ACTIONABLE SUBSIDIES

Article 5

Trade E.함cts

5.1 No Member should cause. through the use of any subsidy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 above. adverse effects to the interests of other Members. i.e.:

(a) injU!γ to the domestic industry of another Member; \I

(b)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fbenefits accruing directly or indirectly to other Members
under tlie GATT 1994 in particular the benefits of concessions bound under Article II
ofthe GAT!’ 1994;12

(c) serious prejudice to the interests of another Member. 13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subsidies maintained on agricultural products as provided in Article 13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rticle 6

Serious Pr，링'udice

6.1 Serious prejudice in the sense of Article 5(c) shall be deemed to exist in the 때se of:

(매 the total ad valorem subsidizationl4 of a product exceeding 5 per cent; IS

(b) subsidi않 to cover operating losses s않tained by an industry;

l'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is used here in the same sense as it is used in Part V of this Agreement.

12Nullificatlon or unpalOnent is used in tlus Agreement in the same sense as it IS us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GAIT 1994 , and the eXistence of such nullification or impairment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e of
applica‘ion of these provisions.

’3Serious prejudice to the interests of another Member is used in this Agreement m the same sense as it is used in
Article XVI:1 of the GATT 1994, and includes threat of serious prejudice.

'''The total ad valorem subsidization sb외11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N.

"Since It IS anticipated that CIvil aircraft wIll be subject to specific multda<eral rules , the threshold in this sub-paragraph
does not apply to civil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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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본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분쟁해결의 목적상J 본조에서 특별히 규정된 기간을

제외하고， DSU어l 의하여 적용가놓한 분쟁해결의 수행율 위한 기간은 DSU에 규정된

기간의 절반으로 한다.

제 m 부 상계가능보조금

저15조(교역효과〉

어떤 회원국도 제 1조(보조금와 정의) 제 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보조급을 롱하여 타 회

원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8.) 타 체약국 국내산업 에 피해 (injury) 11),

(b) GATT 1994 특히 GATT 1994 제2조의 양허로 인해 타 체약국이 직접·간접으로 향

유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nullification or impairment) 12),

(c) 타 확원국의 이악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l3).

이 항의 규정은 농산물협정(The Agreement on Agriculture) 제 13조에 규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초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16조(심각한 손상}

6.1. 다음과 같은 경우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떠 물품에 대한 총 보초금액 14)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퍼

(비 어떤 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율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11) 국내산업에 대한 띄혜는 본 협정 제V부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통일하다.

12) 본 협정에서 무효화 또는 첨해는 GATT 1994의 관련규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화며， 이러한 무효화 또는 침

해의 존재는 동규정 적용관행에 따라 입증된다.

13) 타 회원국 이익에 대환 심각한 손상이라 합은 GATT 1994 쩨16조 쩨 1항에셔의 의비와 풍일하며， 심각한

손상의 우려를 포함한다.

14) 총보조급액은 Annex IV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15) 민간항공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다자간 규병이 척용되므로 5%rule은 민간항공기에는 척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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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ubsidies to cover operating losses sustained by an enterprise, other than one-time
measures which are non-recurrent and cannot be repeated for that enterpr흡eand which
are given merely to provide time for the development of long-term solutions and to
avoid acute social problems;

(d) direct forgiveness of debt, i.e. , forgiveness of government-held debt, and grants to
cover debt repayment. ’6

6.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bove , serious pr얻judice shall not be found if
the subsidizing Member demonstrates that the subsidy in qu않tion has not resulted in any of the effects
enumerated in paragraph 3 below.

6 .3 Serious pr헤udice in the sense of Article S(c) may arise in any case where one or several of
the following apply:

(a) the effect of the subsidy is to displace or impede the imports of like product into the
market of the subsidizing Member;

φ，) the effect of the subsidy is to displace or impede the exports of like product of another
Member from a third country market;

(c) the effect of the subsidy is a significant price undercutting by the subsidized products
as compared with the price of a like product of another Member in the same market
or significant price suppression. price depression or lost sales in the same market;

(d) the effect of the subsidy is an increase in the world market share of the subsidizing
Member in a p와ticular subsidized primary product or commodity17 잃 compared to
the average share it had during the previous period of 3 years and this increase must
follow a cons.istεnt trend over a period when subsidies have been granted.

6.4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b) above, displacing or impeding exports shall include any
case in which, subject to the provisions ofparagraph 7 below, it has been demonstrated to the Committee
that there has been a change in relative shares of the market to the disadvantage of the non-subsidized
like product (over an appropriately representative period of, ia normal circumstances, at least one year,
sufficient to d않lonstrate clear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for the product conceme려.
"Change in r，εlative shares of the market" shall include any of the following situations: (i) there is
an increase in the market share of the subsidized product; (it) the market share of the subsidized product
remains constant in circumstances in which, in the absence of the subsidy, it would have declined;
(iii) the market share of the subsidized product declines, but at a slower rate than would have been
the 뎌se in the absence of the subsidy.

6.5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c) above, price undercutting shall include any 않se in which
it has been demonstrat려 to the Committee through comparing prices of the subsidized product with
prices of .non-subsidized like products supplied to the same market. The comparison shall be made
at the same level oftrade없찌 at comparable times, due account being taken of any other factor affecting

’에{embers recognize that, where royalty-based financing for a civIl aIrcraft programme is not bemg fully repaId due
to the level of actual sales falling beiow the level of forecast sales , this does no‘ in Itself constitute senous pr'멍udlce for the
purposes of this sub-paragraph.

’7Unless other multilaterally agreed specific rules apply to the trade In the product or commodity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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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어떤 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장기적인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심각한(acute)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기 워하여 주어지는

비반복적이며 당해 기업에 대하여는 되풀이될 수 없는 1회적 조치를 제외한다.

(d) 직접적안 채무감면， 즉 정부 보유채권의 면제 및 채무상환을 위한 무상 지원둥16)

6.2. 제 l항의 규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이 당해 보조금이 아래 제3항

에 열거된 효과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심각한 손상 추정은 배제된다.

6.3. 아래와 같은 경우 제 5조(c)에 규정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a)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 공여국￡로의 동종불품의 수입이 대체 또는 저해되는 경우

(b) 보조급으로 인해 여타 회원국의 제3국에 대한 동종물품의 수출이 대체 또는 저해되

는 경우

(c) 보조금으로 인해 동일시장엑서 타 회원국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피보조물

품이 현저한 가격언하(undercutting)를 초래하거냐， 피보조수입으로 인해 통일시장

에서 가격인상 억제 (suppression) , 가격 하락(depression)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d) 보조금:로 인해 보초금 지급회원국의 셰져1 시장에서의 특정 피보조일차산품 또는

상품17)의 점유율이 과거 3년간에 비교해서 증가하고， 이같은 증가가 보조금 지급기

간중 지속적 인 추세 (consistent trend)로 나타날 경우

6.4. 제3항(b)의 목적상 수출의 대체 또는 저해는(관련물품의 시장변동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정상적얀 상황에서 적어도 1년이상의 개략적인 대표기간에 걸쳐서) 바보조 동

종물품에 불리한 상대적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위원회에 입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

한다.

상대적 시장점유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D 펴보조물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경우

(in보조금이 없었더라면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을 상황에서 피보조물품의 시장점유

율은 불변인 경우

(ill) 피보조물품의 시장점유율이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느린 속도로 감소하는 경
。

까一

6.5. 제 3향(c)의 목적상 가격인하(price undercutting)는 동일시장에 공급되는 피보조물품

과 동종 비보조물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위원회에 입증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 비교는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동일한 교역단

계(level of trade) 및 비교가능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칙접적인

16) 민간항공기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를 기초로 하여 제공원 를융지훤의 경우 설재판매실적이 예상판매실적보

다 저조하여 천액 상환되지 않았다면 본 셰항의 목적상 그 자체만부로는 심각한 손상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식된다.

17) 기타 다자간 합의된 별도의 규청이 당해 산풍 또는 상품의 무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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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comp양ability. However, if such a direct comparison is not possible, the existence of price
undercutt피g may be demonstrated on the basis of export unit values.

6.6 Each Member, in the market of which serious prejudice is 외leged to have arisen,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nnex V, make available to the p따ties to a dispute and to the
Committee 외I relevant information that can be obtained as to the changes in market shares of the
disputing p따ties as well as concerning p다ces of the products involved.

6.7 Displacement or inψedence resulting in serious pr얻judice shall not arise under paragraph 3
above where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existl8 during the relevant period:

(a)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exports of the like product from the complaining Member
or on imports from the complaining Member into the third market concerned;

φI) decision by an 파1pOrting govermnent operating a monopoly of trade or state trading
in the product concern벼 to shift, for non-conunercial reasons, imports from the
complaining Member to another country or countries;

(c) 없tural disasters, S'버.kes， transport disruptions or other force majeure substanti허ly

affecting production, qu외ities ， 엔퍼ntities or prices ofthe product available for exports
from the compl떠피，ng Member;

(d) existence of하훨ngements limiting exports from the complaining Member;

(e) voluntary decrease in the availability for export of the product concerned from the
complaining Member (including, inter alia, a situation where firms in the complaining
Member have been autonomously r'없l10cating exports ofthis pr여uct to new markets);

(t) failure to conform to standards 3J찌 other regulatory r어uirements in the importing
country.

6.8 In the absence of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7 above, the existence of serious
prejudice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V.

6.9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subsidies maintained on agricultural products as provided in
Article 13 of the Agreement on Agriαllture.

Article 7

Remedies

7.1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13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henever a Member has
reason to believe that any subsidy referred to in Article I , granted or maintained by another Member,

l한be fa야 that certain circumstances are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does not, in itself, confer upon them any legal
status in terms of either the GATI 1994 or this Agπement. These circumstances must not be isolated. sporadic or otherwise
m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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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격인하의 존재는 수출단가(export unit values)를 기준

으로 하여 업중될 수 있다.

6.6. 각 확원국은 Annex V 제3항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 및 위원회에게， 심각한 손상

이 있다고 주장된 각 회원국의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의 변화 및 관련물품의 가격

변화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7. 상기 제3항에 의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대체 또는 저해는 아래와 칼은 장황18i

이 일정거간동암 존채하는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는다.

(a) 분쟁해결요청 회원국의 동종물품 수출이나， 당해국으로부터 제3국시장으로의 수업

을 급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비 독점무역 또는 국영무역체책를 유지하는 국가가 비상엽적 이유로 분쟁해결요청 회

원국요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하기로 결정환 경우

(c) 분쟁해결요청 회원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의 쟁산， 품질， 수량 또는 가격에 실질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노사분규， 교통마비， 기타 사태의 발생

(d) 분쟁해결요청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을 제한하논 협정의 존재

(e) 분쟁해결요청 회원국에 의한 해당불품 수출의 자발적 축소(당해 회원국의 거엽이

새로운 시장으로 당해물품을 재배분하는 경우 포함)

(f) 수입국이 제정한 표준 및 기타 요건 충족 실패

6.8. 상기 체8항에 언급된 것 이외의 상황에서의 심각한 손상은 Annex V 의 규청에 의

해 제출된 정보어1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6.9. 본조는 농산물협정 체 13조에 규청된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저17조(구제절차)

7.1. 농산물협정 체 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타 회원국에 의해서 공여

또는 유지되는 제 1조에 의한 보조금이 차국산업에 대한 파해， 무효화·침해 또는 섬

18) 본항에서 일부 상황이 언급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그 자제로 GATT 1994나 본 협정에 어떤 법쩍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립되거나， 간헐척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면 사소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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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in injury to its domestic ind빠ry，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r serious pr텅udice， such Member
may requ않t consultations with such other Member.

7.2 A requ않t for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above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availablε

evidence with regard to (a) the existence and nature ofthe subsidy in question, and (b) the injury caused
to the domestic industry,or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r serious prejudice'9 caused to the interests
of the Member requesting consultations.

7.3 Upon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above, the Member believed to be grantmg
or maintaining the subsidy practice in question shall enter into such consultations as quickly as possible.
The purpose of the consultations sh때 be to clarify the facts of the situation and to arrive at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7 .4 Ifconsultations do not result in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within sixty days20, any Member
P하ty to such consultations may refer the matter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 unless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establish a panel ‘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and its terms of reference shall be established within fifteen days from the date when it is established ‘

7.5 The Panel,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4 above, sh외I review the mattεr andsh외I submIt

its final report to the Members party to the dispute. The report shaH be cirωlated to all Members
within 120 days of the da않 of the composi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Panel ’s terms of
reference.

7.6 Within thirty days of the issuance of the Panel ’s report to all Members, the report shall be
adopted by the DSB21 unless one of the p하ties to the dispute formally notifies the DSB of its decision
to appeal or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adopt the report.

7.7 Where a panel report is appealed, the Appellate Body shall issue its decision within sixty days
from the date when the party to the dispute formally notifies its intention to appeal. When the Appellate
Bedy considers that it cannot provide its report within sixty days , it shall inform the DSB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the delay together with an εstimateofthe period within WhICh It will submit its report.
In no case sh해 the proceedings exceed ninety days. The appellate report shall be adopted by the DSB
and unconditionally accept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unless the U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adopt the appellate report within twenty days following its issuance to the Members.22

78 Where a p，없leI repert or an Appella얻 Body report is adopted, in which it is detennined that
any subsidy has resulted in adverse effects to the interests of another Member within the meanmg of
Article 5 of this Agreement, the Member granting or maintaining such subsidy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remove the adverse effects or shall withdraw the subsidy.

7.9 In the event the Member has not taken appropriate steps to remove the advεrse effects of the
subsidy or withdraw the subsidy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when the DSB adopts the panel report

l'In the event that the request relates to a subsIdy deemed to result in serious prejudice in terms of Article 6.1 above,
the available evidence af serious prejudice may be limited to the available evidence as to whether the conditions of Article 6.1
have been met or not.

20Any time perio따 mentioned m this A찌cle may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Illf a meeting of the DSB is not scheduled during thiS period, such a meeting of the DSB shall be held for this purpose.

nIf a meeting of the DSB is nOI scheduled during this penod. such a meeting of the DSB shall be held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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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믿어지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타 회원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7.2. 상기 제 I항에 의한 협의요청은 (a) 당해보조금의 존채 및 성격 (b) 협의 요청회원국

의 국내산업에 호래된 피해， 또는 이익의 무효화， 침해 또는 심각한 손상19)에 관한

이용가능환 증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7.3. 상기 제 1항의 의한 협의요청에 대해， 당해 보조금을 공여 또는 유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명백

히 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7.4. 60일 이내 20)에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협의 당사국은

DSB에 소위원회 (Panel)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DSB는 다수의 동의로 동

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소위원회 설치일부터 15
일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7.5. 장기 채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소위원회는 동사안을 검토하여 그 최종보고서

를 분쟁당사국민 회원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는 소위원회의 구성얼로부

터 120일이내에 모든 화원국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7.6. 분쟁당사국중 일방이 DSB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채기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거나

DSB가 다수의 동의로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동 보

고서는 모든 회원국에 통보된 날부터 30일이내에 DSB21)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7.7. 소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심사기구는 분쟁당사국의 공

식적 이의제기통지일부터 60일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01 의심사기구가 60일이

내에 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의 사유 및 보고서 제출

이 가능한 예상기간을 DSB에 통보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절차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의심사기구의 보고서는 동보고서를 회원국에 제출한 날부터 20
일이내에， DSB가 다수의 동의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DSB22)에 의해 채

택되어야 하며 조건없이 이해당사국에 의혜 수용되어야 한다.

7.8. 당해보조금이 본협정 제5조의 규정애 의한 타회원국의 이익에 불려한 효과를 초래

하였다고 결정된 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이의심사기구의 보고셔가 채택된 경우， 동

보조금을 공여하거나 유지하는 회원국온 통불리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동 보조금을 철폐하여야 한다.

7.9. 회원국이 DSB가 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이의심사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동 불리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초치를 취하지 않거나 통보조금

을 철폐하지 않고 또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DSB는 다수의 동의에 의하

19) 상기 제6조채 l항에 정의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간주되는 보조픔에 관한 협의의 경우 심각한 손상에

관한 이용가놓한 증거는 체6조제1항의 조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이용가능한 증거에 한정될 수 있다.

20) 본조에서 규정된 기간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1) 통기간동안 DSB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목적을 위하여 DSB회의를 계최하여야 한다.

22) 풍기간통안 DSB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융 경우 이 목척올 위하여 DSB회의롤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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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the Appellate Body r，야>ort， and in the absence of agreement on∞mpensation， the DSB shall grant
authorization to the complaining Member to take countermeasures, commensurate with the degree and

nature of the adverse effects determined to exist, unless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to reject the

I뺏lest.

7.10 In the event that a party to the dispute r택uests arbitration Ul떠er paragraph 22.6 of the DSU,
the arbitrator shall determine whether the count，εrmeasuresare commensurate with the degree and nature

of the adverse effi없s determined to ex파.

PART IV: NON-ACTIONABLE SUBSIDIES

Article 8

Identification ofNon-Actionable Subsidies

8.1 The following subsidies shall be consider벼 as non-actionable:

(a) subsidies which are not specific, within the meaning ofparagraph 1 ofArticle 2 above;

(b) subsidies which are specific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above but which meet
외I of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s 2(a) or 2 (b) below.

8.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ts ill and V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subsidies
shall be non-actionable깅:

(a) assistance for research activities conducted by firms or by higher education or research
establishments on a contract basis with firms if:24• 25. 26

nIt is recognized that government assistance for various purposes is widely provided by Members and !he mere faα

that such assistance may not qualify for non-actionable treat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φes not in itself restrict
the abil싸 of Members to provide such assistance.

24Since it is anticipated that civil aircraft will be subject to SpeeI힌c multilateral roles. the provisions ofthis sub-paragraph
do not apply to that product. Not later than 18 month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Estabhshmg the
MTO the Committee sh떠I review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with a view to making all necessary
modifications to improve ‘he operation of these provisions. In Its consideration of possible modifications. the Committee
shall carefully review the defmItIons of the categories set forth in this sub-paragraph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 ofMembers
m the operation of research programmes and the work in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do not apply to fundamental research actiVIties independently conducted by higher education or research
establishments. The term "fundamental research" means an enlargement of general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not
linked to indusσialor ∞mmerci외 objectives.

2SIn the case of programmes which span "industrial research· and ·pre-eompetitlve development activity ’ . the allowable
level of non-actionable assistance shall not exceed the simple average of the allowable levels of non-actionable assistance
applicable to the above (wo categories. calculated on the bas잉 of all eligible costs as set forth in items (i)-{v) of this sub
paragraph.

Zb'fhe allowable levels of non-actlonable assistance referred to In this sub-paragraph shall be established by reference
(0 the total e’igible costs incurred over the duratIon of an individual project.

-210-



여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존재한다고 결정된 동 불리한 효과의 정도

와 성격에 상응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분쟁해결요청 회원국에 부여

환다.

7.10 분쟁당사국이 DSU 제 22.6항에 의하여 중채를 요구할 경우， 중채자는 그 대웅조치가

존재한다고 결정된 동 불려한 효과의 정도와 성격에 장응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제N부 혀용보조금

제 8 조 (허용보조급의 안식)

8.1. 아래에 해당되는·보조굽은 허용(non-actionable)된다.

(a) 제 2조(특정성)의 규정에 의해 특정적이지 않은 보조금

(b) 제 2의 규정에 의해 특정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아래 제 2항(a) 및 (b)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금

8.2. 본 협정의 제3부와 제5부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돼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허용23)된다.

(a) 가업 또는 기업과 계약올 체결한 고풍교육기관이나 연구거관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것2.). 25) , 26)

23) 다양한 목척율 위한 갱부의 져원이 회훤국틀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며， 둥지원이 본초의 큐정

에 의한 허용보조금에 해당되치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회원국률이 동지왼을 혜공하는 것

을 체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24) 민간항공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다자간 규범이 적용되므로 본 세항의 규정은 동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MTO설립 협정의 발효일 。l후 18개월 이전에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용을 개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정

을 하기 위해 본셰항 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놓한 수정방안을 고려할 경우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연구

계획운영장의 경햄과 쩍절한 다른 국쩨기구의 연구에 따라 본체항에셔 절정된 범위에 대한 정의툴 주의깊

게 겁토하여야 한다. 이 협정의 큐정은 고퉁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해 독립척으로 수행흰 기초연구활

동에는 척용되지 않는다. “기초연구”라는 용어는 산업척 또는 상업척 목척과 관휠되지 않은 일반적인 과학

적 또는 기술적 지식의 확대롤 의미한다.

25) “산업적 연구”와 “경챙전 개발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계획의 경우， 허용되는 져원의 수준은 본제항 (i)~(v)

항묵에서 설정된 모든 비용을 키준으로 하며， 그에 따라 계산된 상기 두 범주에 적용가놓한 허용되는 지원

의 수준의 단순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26) 본세항에서 규청된 허용되는 지원의 수준은 개별계획의 존속기간동안 말생된 모든 바용을 근거로 하여 설

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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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istance covers not more than 75 per cent of the costs of industrial research낀

or 50 per cent of the costs of 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28

and provided that such assistance is limited exclusively to:

(i) personnel costs (researchers, technicians and other supporting staff employed
exclusively in the research activity);

(ii) costs of instruments , equipment, land and buildings used exclusively and

pennanently (except when disposed of on a commercial basis) for the research
actiVIty;

(iii) costs of consultancy and equivalent services used exclusively for the research
activity , including bought-in research, technical knowledge, patents , etc.;

(iv) additional overhead costs incurred 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ctivity;

(v) other running costs (such as those ofmaterials, supplies and the like), incurred
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ctivity.

φ) assistance to disadvantaged regions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given pUTS따nt

to a general framework of regional developmenf9 and non-specific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of Article 2 above) within eligible regions provided that:

(i) each disadvantaged region must be a clearly designated contiguous geographical

area with a definable economic and administrative identity;

(ii) the region is considered as disadvantaged on the basis ofneutral and objective

criteria30
• indicating that the region’s difficulties arise out of more than

27The term "mdustr냉I research· means planned seaπh or critical investiganon aimed at discovery of new knowledge,
with the 。이ectlve that such knowledge may be useful In developing new products, processes or services, or in bringmg about
a sIgnifICant improvement to eXlstmg products. processes or seπices.

반he term ’ pre-competJtIve development activity" means the translation of뼈us뼈l 없ea떠1 findings into a pi삐. biuep대It

or design for new. modified or improved products, processes or services whether mtended for sale or use, including the
creation ofa first prototype whIch would not be capable of commercial u똥. It may further include the conceptual formulation
and design ofproducts, processes or services alternatives 없td mitial demonstration or pilot projects. provided that these same
prl이ects cannot be converted or used for industrial apphc뼈on or commercial explOitation. It does not mclude routine or
pξriodi，ι alteratIons to existing products, production lines, manufacturmg processes. services , and other on-going operations
even though those alterations may represent improvements.

19A "general framework of regional development" means that regional subsidy programmes are part of an internally
consistent and generally applicable regIOnal development p이icy and that regional development subsidies are not gran‘ed in
Isolated geographIcal points having no, or virtually no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 region.

]0,’Neutraland 。이ectlve cnteria' m않ns cntena whIch do not favour certain regions beyond what is appropriate for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regional dispariu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his regard,
regional subsIdy programmes shall include ceilings on the amount of assistance which can be granted to each subsidized
pr이ect. Such ceilings must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of assisted regions and must
be expressed in terms of Investment costs or cost of job creatIon. Within such ceilmgs. the distribution of assistance shall
be suffiCIently broad and even to aVOId the predominant use of a subsidy by , or the granting of disproportionately large
amounts of subsidy to , certam enterprises as provided for m ArtIcle 2 of this Agreement.

-212-



동 지원이 산업적 연구27)(industrial research) 인 경우 소요비용의 75%.

경쟁전 개발활동28)(Pre-<:ompetitivedevelopment activity)인 경우 소요벼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양기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한정된다.

(0 인력비용(연구원， 기술자 및 기타 연구 활동만을 위해서 고용된 기타 지원직원)

(ij) 연구 활동만을 위해서 또한 영구적으로 이용되는(상업적으로 폐기되는 경우를 제

외한다) 장치 · 설비 · 토지 및 천물비용

(iii) 구입된 연구 • 기술치식 · 특허권 둥을 포함하여 연구 활동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상담(consultancy) 및 그에 상응한 서 비 스의 비용

(iv) 연구 활동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간접비용

(v) 연구 활통의 결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운영비용(재료， 공급품풍과 같은 비용)

(b) 지역개발 (regional development) 의 일반적 계획 29)에 의하여 회원국내의 낙후지역을

위한 지원으로서 수혜지역내에서는(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적이지 않게 공여되

는 것- 단，

0) 낙후지역(disadvantagedregion)이라 함은 정의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동일성

(identity)을 가진 언접한 지리적인 특정지역이어야 한다.

(퍼 지역의 낙후성 여부는 일시척인 상황이외의 지역적얀 어려움을 나타내는 중립적

27) “산업적 연구”라 합은 새로운 쳐식의 발견을 위해 동지식이 새로운 물품， 공정 또는 서비스톨 개발하거나

기촌물품， 공정 또는 서비스툴 현져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목쩍요로 하는 계획된 연구 또는 조

사를 의미한다.

28) “경쟁전 개발활동”야라 합은 산업척 연구결과를 상엽적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올수도 있는 원형의 창조툴

포함하여 판매 또는 사용옥척으로 물품， 공청 또는 서벼스를 새롭게 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위

하여 계획·설계 또는 도안으로 전환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념적인 공삭과 대체장풍·콩정 또는 용역

의 도안 및 시험적 계획을 포함하며 다만， 통계획이 산업척 응용이나 상업척 개발을 위해 전환되거나 사용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기존울품， 생산공정， 쩨조공정， 용역 기타 작업을 일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하

는 것윤 그 변경이 개선을 나타낼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9) “지역개발의 일반적 계획”이란 지역척 보조금쩨도가 내부척으로 통일하고 일반척으로 적용가놓한 지역발

전정책의 일부이고， 한 지역의 발전에 사실상 영향이 없는 고립된 지리적 지역에 공여되는 것이 아닌 지역

발전보조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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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ψor따Y circumstances; such criteria must be clearly spelled out in law,
regulation, or other of젠cial document, so 잃 to be capable of verification;

(iii) the criteria shall include a measur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shall
be based on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factors:

one of either income per capi떠 or household income per capita, or
GDPpercapi떠， which must not be above 85 per cent of the average
for the territory concerned;

unenψloyment rate, which must be at I않st 110 per cent ofthe average
for the territory concerned;

as measured over a three-year period: such measurement, however, may be
a conψosite one and may include other factors.

(c) assistance to promo않 때aptation of existing facilities31 to new environmental
r예lirements inψosed by law 때dlor regulations which r않ult in greater constraints
and fmancial burden on finns, provided that the assistance:

(i) is a one-time non-recurring m앓sure; and

(ii) is limited to 20앨r cent of the cost of때aptation; and

(iii) does not cover the cost of replacing 없엄 operating the assisted investment, which
must be fully borne by finns; and

(iv) is directly linked to and proportionate to a finn ’s planned reductionofnuisances
and pollution, 윈1d does not cover any manufacturing cost savings which may
be achieved; and

(v) is available to all finns which can adopt the new equipmεnt andlor production
processes.

8.3 A subsidy programme for which the provisions of쩔ragraph 2 above are involGεds뼈JIbε notified
in advance of i않 irrψlementation to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t VII of
this Agreement. Any such notification shall be sufficiently precise to enable other Members to evaluate
the consistency ofthe progranune with the∞nditionsand criteriaprovided for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agraph 2 above. Members shall also provide the Committee with yearly updating of such
notifications, in particular by supplying information on global expenditure for each programme, and
about anym여ifi때tion of the programme since the previous u어ate. Other Members shaH have the
right to r，빼l얹t information about individual 않ses of subsidization under a notified programme.얼

8.4 Upon r，맹lest of a Member, the MTO Secretariat shall review a notification made pursuant
to paragraph 3 above and, where necessary, may require additional infonnation from the subsidizing

"The term "existing facilities" means facilities baving been in operation for at least two years at the time when new
environmental requirements are imposed.

lZJt is recognized that nothing in this notification provision requires the provision of con김dentlal information, Including
confidential business m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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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객관적인 시둡’‘I)에 의해 ..l.!.ψ1 된다__ 1. 녁한 /1 순은: 엽즙이 가능하도록 법령，

규성 또는 공식운서에 의해 멍백히 규정되어야 -딴다.

(iii) 이뜰 거준은 아래의 요소들종 적어도 하나에 기초한 경제발전 측정치를 포함한다.

(이틀 측정치는 3년의 기간동안 측정된 것이어야 한다.)

- 1인당 소득， 가구당소득 또는 1인당 GDP중 하나 단， 전국 평균의 85% 이상이

아닐것

-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최소한 110% 일 것

(c) 기업들이 법 또는 규정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셜31)를 적응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D 비반복적 일회적조치이어야 하며，

OJ) 적융비용의 20%로 한정되어야 하고，

(ill) 기엽이 전척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원대상투자의 운용 또는 대체비용을 보전하지

않아야 하며，

따O 기업의 오염 및 폐해 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그에 벼례하여야 하며， 제

조버용의 절감을 보전하지 않아야 하고，

(v) 새로운 설비 또는 생산공정을 채택한 모든 기엽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8.3. 상기 제2항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조금은 본협정 제7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전에 위원

회에 홍보되어야 한다. 모든 통보는 타회원국이 제2항에 규정된 조건과 기준을 충족

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매년 통보내용올 최선화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개별

체도의 총비용에 관한 정보와 전년도이후의 채도 수정내용에 대한 청보흘 제꽁하여

야 한다. 타 회원국틀은 통지된 체도의 개별적인 보조사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2)

8.4.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MTO 사무국은 상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통

지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훨요한 경우 보조금올 지급한 회원국에게 검토대상인 통

지된 제도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30) “중렵척이고 객관적인 키준”이란 지역발전정책의 계획내에서 지역척 불리함올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에 척

절한 수준 이상으로 륙청지역에 혜택을 주지 않는 기준임올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적 보조긍쩨도는 개별 보초사업에 콩여될 수 있는 지훤액의 장한액(Ceiling)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한액은 지원대상지역의 발전정도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어어야 하며， 투자비용(investment cost)
또는 직업창출비용(cost of job creatIon)의 개념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동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차원의 배분은 충분히 광범위하채 이루어져 본협정 체2조에 규정된 기엽에 의해

주로 사용되거나 그 기업에게 다액의 보조금이 지원되치 않아야 한다.

31) “기존시설”이라 함은 새로훈 환경요건이 부여되논 때에 최소한 2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2) 이 통지규정은 비밀기업정보를 포함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 ，.하는 것야 아님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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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concerning the notified programme under review. The Secretariat shall report its finding
to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then, upon request, promptly review the findings of the
Secretariat (or, if a review by the Secretanat has not been requested , the notification itself), with a
view to determining whether the conditions and criteria laid down In paragraph 2 above have not been
met.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this paragraph shall be completed at the latest at the first regular
meeting of the Committξe following the notification of a subsldy programme, providεd that at least
two months have elapsed between such notification and the regular meeting of the Committee. The
review procedure described in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upon request, to substantial modifications
。f a programme notified in the yearly upd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bove.

8.5 Upon the request of a Member, the determination by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paragraph 4
above, or a failure by the Committee to make such a detennination, as well as the vIOlation, in individual
cases, of the conditions set out in a notified programme, shall be submitted to binding arbitration.
The arbitration body shall present its conclusions to the Members within 12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matter was referred to the arbitration body.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agraph, the
DSU sh외I apply to arbitrations conducted under this paragraph.

Article 9

Consultations and Authorized Remedies

9.1 If,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a programme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8
above,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programme is consistent with the criteria laid down in
paragraph 2 of Article 8, a Member has reasons to believe that this programme has resulted in serious
adverse effects to the domestic industry of that Member, such as to cause damage which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such Member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Member granting the subsidy.

9.2 Upon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above, the Member maintaining the subsidy
programme in question sh외I enter into such consultations as quickly as possible. The purpose of the
consultations shall be to clarify the facts of the situation and to arrive at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9.3 Ifno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has been reached in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2 within
60 days of the request for such consultations, the requesting Member may refer the matter to the
Committee.

9.4 Where a matter is referred to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immediately review the facts
involved and the evidence of the effiεc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If the Committee determines
that such effects exist, it may recommend to the subsidizing Member to modify this programme in
such a way as to [，멍nove these effects. The Committee sh외I present its conclusions within 12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matter is referred to it under this provision. In the event the reconunendation
is not followed within 6 mon삽IS， the Commi뾰esh외I authorize the r여uesting Member to take approp다ate

countermeasures conunensurate with thε nature and degree of the effects determined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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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은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상

기 제 2항에서 큐정한 조건과 기준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검토결과(또는 사무국의 검토가 요청되지 않은 경우， 통지 그 차채)를 신속하게 검

토하여야 한다.

만약 보조금계획에 대한 통보와 위원회의 정규회의 사이에 적어도 2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본항에서 규정된 절차는 동 통보이후 위원회가 소집되는 최초의 정규

회의에서 완료되어야 한다.

본항에서 규정된 검토절차는 요청이 있올 경우 상기 제3항에서 언급한 연례 개정시

통보되는 계획의 실질적인 수청에도 척용된다.

8.5.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사례에 있어서 통보된 제도상의 조건 위반 뿐만 아

니라， 제4항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 또는 그러한 결정의 부채는 기속된 종채에 제출

되어야 한다.

중재기구는 당해 사안이 동 기구에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동기구의 결정을

회원국에 발표하여야 한다. 이항에서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처l 외하고 DSU는 이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중재에 적용된다.

제 9 조(협의 및 인접된 구제절차)

9.1. 상기 제8조제 2항에 언급된 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동 계획이 제8조체 2항에서 규정한

기준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동 계획이 치유하기 곤란한 손상을 야기하는 것과 같

이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하게 불리한 효과를 미친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회원국은 그 보조금 공여 회원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9.2. 상기 체 l항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당해 보조금계획을 유지하는 국가는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동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병백히

하고， 상호 수용가놓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9.3. 상기 제2항에 의한 협의 결과， 협의요청일로 부터 60알내얘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

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협의요청국가는 위원회에 당해 사안을 제소할 수

있다.

9.4. 동 사안이 위원회에 채소되면 위원회는 즉시 관련사실 및 상기 제 1항에서 언급한 효

과의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국가에게 이러한 효과가 제거될 수 있도록 당해 계획의 수정윷 권고할

수 었다.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통 사안이 위원회에 채소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애 동위원

회의 결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가 6개월 이내에 받아틀여 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된 효과의 성질 및 청도에 상응하여 적절한 대

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협의요청 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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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양식

수행기관보고서변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lRR-l잃8194

제목/부제
국제균범의 변화(UR 정부조달협정)가 원자력계에 미치는 영

향 븐석 및 대웅방안 연구

연구책암자 및 부서명 이광석 (대외정책연구실)

연구차 및 부서명
송기동， 김송수(경영경제연구실)， 함철훈， 고한석

(대외정책연구실)，

발행지 대전 발행기관|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일 1994. 8

패이지 220 |도표 i유(0 ), 무( ) 크기 26 em

참고사항

비벌여부 공개(0 ), 대외바( ), 급비벌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l 계약밴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한 국제규범의 변화가 원자력계에 미칠 영향을 정

확하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단기 대응방안올 강구하는 것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국제규범의 변화와 이들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원자력계가

충분히 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언 차원의 목적도 지냐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무역규범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 경과를 살펴보

고， DR 및 정부조달협정， 그리고 DR 야후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는 환경라운

드(GR: Green Round) , 기술라운드(TR: Technology Round), 노동라운드(BR:

Blue Round) , 경쟁라운드(CR: Competition Round) 둥에 대해 알약보았으며，

원자력 연구개발과 원자력 산업계 전반에 결쳐 국제규범의 변화가 미칠 영

향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였고 조달주체언 전력회사와 공급주체언 원

자력 산업계 측면에서의 장단기 대응방안올 제시하였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이내) I
DR, 정부조달협정， 원자력 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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