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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자
사실관계를 보도해명한 관련 기사 제목 매체

6.3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자체홍보)

7.12 “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7.12자) 한겨레

8.4
한·미 FTA 인준추진 관련 미 상원 지도부 및 행정부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

변인 논평
(자체홍보)

8.12
“‘한·미 FTA’ 위에 미국법” 기사 및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한·미 

FTA 비준 안된다” 사설 (8.12자)
한겨레

8.24
“미, ‘FTA 재원마련’ 물품수수료 57%인상, ‘한․미 FTA’ 수출기업에 부메

랑” (8.24자)
한겨레

9.15 “김종훈 통상본부장, 청와대 훈령 무시했다.” (9.9자) 오마이뉴스

9.15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9.15자) 한겨레

9.21 “英테스코에  ‘SSM 규제법 개입’” (9.20자)
경향/

머니투데이

9.23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결과 (자체홍보)

9.26 “김종훈, 2014년 미국과 쌀협상 재논의 불가피” (9.26자) 한겨레

10.4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자체홍보)

10.5
“미국만 한국에 제소 가능...법 충돌 땐 한국만 개정” 기사 및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이행법률안” 사설 (10.5자)
한겨레

10.11
“한·미 FTA 충격, 중소상공인·서비스업 무방비” (10.10자) 및 “미 투

자자 손해,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10.11자)
한국일보

10.13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 인준 완료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자체홍보)

10.19
‘쌀개방 추가협상’ 관련 9.15일자 한겨레 보도에 대해 10.14일 언론중재위원

회는 정정보도를 하라는 취지의 직권조정결정을 하였다.
(자체홍보)

10.29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10.29자) 경향

10.31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 (자체홍보)

10.31
한·미 통상장관,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
(자체홍보)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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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 이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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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 4개 … ‘미국법 이식’” (11.2자) 한겨레

11.2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11.2자) 경향

11.2 “한·미 FTA 국내 방송시장도 뒤흔든다” (11.2자) 한겨레

11.7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

해” (11.5자)
한겨레

11.15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11.14자) 연합뉴스

11.22 한·미 FTA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자체홍보)

11.23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 설명자료(금융위원회) (자체홍보)

11.25 “금융권 투기자본 ‘밀물’…제2, 제3 론스타 나올수도” (11.25자) 경향

11.25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11.25자) 한겨레

11.25 “그린벨트 지정 등 공공규제 ‘간접수용’ 해당땐 제소 대상” (11.25자) 한겨레

11.30
야5당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형사고발 관련 언

론보도(11.29 및 11.30)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
(자체홍보)

11.30 미·에콰도르 FTA 협상 경과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홍보)

12.5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및 “한․미 FTA 발효되면 통

상교섭본부에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12.5자)
한겨레

12.5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 (자체홍보)

12.14 “2001년과 2011년 한국영화의 차이” (12.13자) 아시아경제

12.15
“한미 FTA에 따라 국내 규제 제·개정시 미국과 반드시 
협의해야한다“는 보도 관련 (12.14자) (지식경제부)

헤럴드경제

배포

일자
사실관계를 보도해명한 관련 기사 제목 매체

7.12 “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7.12자) 한겨레

7.19
‘인천공항 지분 해외에 매각 한·미 FTA 발효 땐 제소 우려’ (7.18

자) (인천국제공항공사) 
경향

10.5
“미국만 한국에 제소 가능...법 충돌 땐 한국만 개정” 기사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이행법률안” 사설 (10.5자)
한겨레

10.11
“한·미 FTA 충격, 중소상공인·서비스업 무방비” (10.10자) 및 “미 투

자자 손해,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10.11자)
한국일보

10.29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10.29자) 경향

11.1 “투자자-국가 소송제 문제점은” (11.1자) 한겨레

11.2 “투자자소송서 패소하면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11.2자) 경향

2  ISD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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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 앞에 맥없이 무릎” (11.2자) 한겨레

11.2
“법무부, 2006년 한·미 FTA 추진 당시 내부문건 ‘투자자국가소송제 

사법주권 침해’” (10.31자) (법무부)
한겨레

11.2 “미국서도 ‘ISD 제외’ 의견 있었다” (11.2자)
한겨레

(인터넷판)

11.3

“미국서도 ‘ISD 제외’ 의견 있었다” 및 “한·미 FTA, 투자자소송 미

국서도 ‘배제 의견’ 있었다” (11.3자) 및 “박주선 ‘美에 정부도 

ISD 제외 선호했다” (11.2자)

한겨레

경향

연합뉴스

11.3 “미국 투자자가 소송 걸면 한국 정부 거부 못해” (11.3자) 경향

11.5
“투자자소송 위험 법무부도 인정 교육자료로 배포” 보도관련 (11.5

자) (법무부)
경향

11.7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

해” (11.5자)
한겨레

11.7
“정부 가스요금억제·공항 운영계약 해지도 제소당해” 및 “외교부 주장 

‘투자자소송 괴담’ ... 법무부선 ‘위험대비를’” (11.7자)

한겨레

경향

11.7
“민주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를 SSD(국가-국가 소송제)로 바꾸

자’” (11.7자)
한겨레

11.7
ISD 관련 법무부 입장을 왜곡한 일부 언론 보도해명 및 법무부의 

ISD 대응을 위한 노력(법무부)
(자체홍보)

11.8
“국토연구원 등 부동산 정책도 ISD 가능성 경고”보도 관련 (11.8자) 

(국토해양부)
한겨레

11.14 “재벌들, 투자자소송 앞세워 정부 규제에 저항 가능” (11.14자) 경향

11.15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11.14자) 연합뉴스

11.25 “그린벨트 지정 등 공공규제 ‘간접수용’ 해당땐 제소 대상” (11.25자) 한겨레

12.5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및 “한․미 FTA 발효되면 통

상교섭본부에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12.5자) 
한겨레

배포

일자
사실관계를 보도해명한 관련 기사 제목 매체

8.12
“‘한·미 FTA’ 위에 미국법”  기사 및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한·미 

FTA 비준 안된다” 사설 (8.12자)
한겨레

10.5
“미국만 한국에 제소 가능...법 충돌 땐 한국만 개정” 기사 “불평등 조

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이행법률안” 사설 (10.5자)
한겨레

11.2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 4개 … ‘미국법 이식’” (11.2자) 한겨레

11.2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11.2자) 경향

11.7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

해” (11.5자)
한겨레

12.5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및 “한․미 FTA 발

효되면 통상교섭본부에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12.5자)
한겨레

3  협정의 불평등 주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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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자
사실관계를 보도해명한 관련 기사 제목 매체

7.8 “한․미 FTA와 충돌 - 굴삭기 수급조절 제동” (7.8자) 한겨레

7.12 “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7.12자) 한겨레

7.12
한․미 FTA 때문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보

도와 관련하여 (7.12자)
한겨레

8.12
“‘한·미 FTA’ 위에 미국법”  기사 및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한·

미 FTA 비준 안된다” 사설 (8.12자) 
한겨레

9.21 “英테스코에  ‘SSM 규제법 개입’” (9.20자)
경향

머니투데이

10.11
“한·미 FTA 충격, 중소상공인·서비스업 무방비” (10.10자) 및 “미 

투자자 손해,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10.11자)
한국일보

10.29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10.29자) 경향

10.31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 (자체홍보)

11.2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 4개 … ‘미국법 이식’” 

(11.2자)
한겨레

11.2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11.2자) 경향

11.4
“협동조합법‘ 발의됐지만 FTA와 충돌 가능성··· 입법권 제한 현

실로” (11.4자)
한겨레

11.7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

못해” (11.5자) 
한겨레

11.15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11.14자) 연합뉴스

11.24 “전기료 인상 ‘FTA변수’…협정문 ‘상업적 판단’ 조항” (11.24자) 매일경제

11.25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11.25자) 한겨레

11.25 “그린벨트 지정 등 공공규제 ‘간접수용’ 해당땐 제소 대상” (11.25자) 한겨레

11.29 한미 FTA가 에너지분야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지식경제부) (자체홍보)

12.6 “공공정책 분야 ‘단서에 단서’ 조항 많아 무력화 우려” (12.6자) 경향

12.6
“공공정책 분야 ‘단서에 단서’ 조항 많아 무력화 우려” (12.6자) (보

건복지부)
경향

4  공공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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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자
사실관계를 보도해명한 관련 기사 제목 매체

8.10 “영리병원 폐쇄땐 한·미 FTA 위반” (8.10자) 한겨레

10.11
“한·미 FTA 충격, 중소상공인·서비스업 무방비” (10.10자) 및 

“미 투자자 손해,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10.11자)
한국일보

11.2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 4개 … ‘미국법 이식’ ” (11.2

자)
한겨레

11.2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11.2자) 경향

11.4
“맹장수술비 900만원, 물값 폭등? 황당한 FTA 괴담” (11.4자) 

(보건복지부)
조선일보

11.10
우희종 교수 “한·미 FTA 이후, 맹장수술 900만원 ‘괴담’ 아니

다” (11.10자) (보건복지부)
노컷뉴스

11.14 “미 의료계 ‘FTA로 영리병원 장애물 제거될 것’” (11.14자) 한겨레

11.15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11.14자) 연합뉴스

11.24
“FTA 특허조항 때문에 한국 IT·약값 오를 것”및 “한·미 FTA 발

효 이후 ‘한국인의 삶’ 어떻게 달라질까” (11.24자) (보건복지부)

한겨레

서울신문

11.25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11.25자) 한겨레

11.25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오해와 진실 (자체홍보)

11.28

“미국산 약값 통제 불가...환자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의약품 허가-특허 조항 미국도 독소조항으로 규정” 및 “담배

값 경고그림 FTA로 어려워진다” (11.28자) (보건복지부)

경향/

한겨레

배포

일자
사실관계를 보도해명한 관련 기사 제목 매체

8.25 “한·미 FTA 발효시 윈도우 시작음 사용 제한”(8.25자) 한겨레

11.2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 4개 … ‘미국법 이식’” (11.2자) 한겨레

11.19 “FTA 발효 땐 인터넷 검색도 ‘저작권 침해’ 걸면 걸린다”(11.19자) 경향

11.21
“FTA 발효 땐 인터넷 검색도 ‘저작권 침해’ 걸면 걸린다”(11.19

자) (문화체육관광부)
경향

11.25
“죽은 법도 살린 FTA… ‘가수 저작권’ 부활, 음원사용료 오를 

듯”  (11.25자) (문화체육관광부) 
경향

11.29 한·미 FTA 지적재산권 관련 오해와 진실 (자체홍보)

11.30 한-미 FTA 저작권,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홍보)

5  의약 분야 관련

6  지적재산권 관련



일자 브리핑 주요내용 브리핑 기관

6.3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제출 외교부

10.6  한-미 FTA의 비준동향과 전망 외교부

11.8
 한·미 FTA 관련 서울시 의견제출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외교부,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브리핑

일자
브리핑 주요내용 브리핑 기관

11.30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의료비, 약가, 의료시스템 외교부, 복지부

12.2 지재권
외교부, 문화부, 

특허청

12.5 ISD 외교부, 법무부

12.7 공공정책 자율권, 네거티브방식, 래쳇, 미래MFN 외교부

12.9 공공정책 자율성: 금융, 공공요금, 방송 및 기타 공공분야

외교부,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금융위, 방송위

12.12 한‧미 FTA의 미국법, 한국법내 지위 및 불평등성 논란 외교부

제 2 편: 브리핑 (2011.6.1 - 2011.12.15)

1  종합 브리핑

2  이슈별 브리핑



제 1편: 보도자료제제 11편편: : 보도자료보도자료

1.1. 종합종합 이슈이슈 관련관련

2.2. ISD ISD 관련관련 이슈이슈

3.3. 협정의협정의 불평등불평등 주장주장 관련관련

4.4. 공공정책분야공공정책분야

5.5. 의약의약 분야분야 관련관련

6.6.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관련관련



1. 종합 이슈 관련





제 목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1. 정부는 6.3(금) 오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한·미 FTA 비준동의안(정정

된 원 협정)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는 2.8(화) 국무회의 통과

o 한·미 FTA 원 협정과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는 내용상 긴밀히 연

결되어 있고 국회의 요청을 감안하여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제출 

2. 이에 앞서, 2011.3.10~5.30간 한·미 FTA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완료

하고 6.2(목) 미측과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하는 서한(Exchange of

Letters)을 교환하였습니다.

(재검독 작업 경과)

o 한·미 FTA 재검독은 지난 3.10 발표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

선방안”의 단기 과제인 3개 FTA(EU, 미국, 페루)의 한글본 재검독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임.

o 동 기간중 ①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자체검독, ② 관계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한 재점검, ③ 법률회사 및 관세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검증

(3.15~4.19) ④ 일반인·전문가 온라인 의견접수(4.15~28, 5.11~17) 등 4중의 

재검독 작업을 실시함.

(재검독 결과)

o 한·미 FTA 원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 한·EU FTA 협정문 한글

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오류를 포함하여 296건이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판단하여 정정조치함.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477호    배포일시 : 2011.6.3(금)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정병화 (☎:2100-8105)



o 또한, 오류는 아니지만 협정문 한글본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전달되도

록 하기 위한 문구 개선도 상당 부분 함께 이루어졌음.

o FTA 협정문의 첨부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투자·서비스 유보

목록에서는 반복적으로 발견된 동일한 유형의 오류를 정정하고 부속서

내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문구 개선을 하였

음.

o 2011.2.10 서명된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의 한글본에서는 정정필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정정 협정문 공개)

o 정정된 협정문 한글본은 6.3(금)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www.fta.go.kr)에 게재될 예정임.

(번역체계 개선 현황)

o 3.10 발표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구체 내용을 차

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4.22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을 외교부 예규로 발령하였으며, 인력과 예산의 추가 

확보를 추진중에 있음.

첨부 : 한·미 FTA 한글본 재검독 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한·미 FTA 

한글본 재검독 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

2011. 6. 3 (금) 

외  교  통  상  부

(통 상 교 섭 본 부)



1  한·미 FTA 추진 경과

2  재검독 추진 경위

q 2007.4.2 협상 타결

◦ 2007.5.25 협정문 잠정본(영어본 및 한글본) 일반 공개 

q 2007.6.30 협정문 서명

◦ 2007.7.2 협정문 서명본(영어본 및 한글본) 일반 공개

q 2008.10.8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2009.4.2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q 2010.12.3 추가협상 타결

q 2011.2.10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 서명·교환

◦ 2011.2.10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 한글본 및 영어본 일반 공개

q 2011.5.4 비준동의안 철회(외통위 의결)

q 2011.3.10 발표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단기 과제인 

3개 FTA (EU, 미국, 페루)의 한글본 재검독 계획에 따라 재검독 실시

◦ 2011년 서명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도 재검독 

대상에 포함 

q 재검독은 오류 사항에 대한 정정뿐만 아니라, 오류는 아니지만 협정문 

한글본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구개선 작업 병행



3  한·미 FTA 협정문 구조

4  재검독 추진 경과 (3.10~5.30)

q 정본(authentic text) : 영어본 및 한글본

q 협정문 구성

◦ 본문(서한 포함) : 총 24개의 장(Chapter)

- 상품 무역,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 환경,

분쟁해결 등

◦ 첨부 부속서

- 상품 양허표 : 우리 양허표 한글본과 미국 양허표 영어본만 법적

으로 협정문에 포함 (즉, 우리 양허표 영문본과 미국 양허표 한글

본은 협정문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참고 목적으로 작성)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섬유·의류 분야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4-가)과 일반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6-가)으로 구성

- 유보목록 : 투자·서비스 분야에 대한 현재유보목록(부속서 I) 및 미래

유보목록(부속서 Ⅱ)과 금융서비스 분야 유보목록(부속서 Ⅲ)으로 구성

q 협정문 분량

◦ 한글본 : 본문 473쪽, 상품 양허표 512쪽,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쪽,

유보목록 189쪽 등 총 1,259쪽 

◦ 영어본 : 본문 470쪽, 상품 양허표 512쪽, 품목별 원산지 규정 109쪽,

유보목록 193쪽 등 총 1,284쪽  

q 한·미 FTA 한글번역본 전체에 대한 4중의 재검독 작업 실시

①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자체검독

② 관계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한 재점검



5  재검독 결과

③ 외부 전문기관 검증(3.15~4.19) : 법률회사 및 관세법인

④ 일반인·전문가 의견접수 : 외교부 FTA 공식 웹사이트(www.fta.go.kr)에 

온라인 의견제출 창구 개설

- 1차 의견접수(4.15~28) : 당초 공개(2007.7.2 및 2011.2.10)되었던 한·미 FTA

원 협정문 및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 대상 

- 2차 의견접수(5.11~17) : 금번 재검독 결과를 잠정 반영하여 작성한 

한글 정정본(잠정) 대상

  1. 결과 개요

q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의 한글본상 번역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음.

q 한·미 FTA 원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

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오류를 포함하여 296건이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판단하여 정정조치함.

◦ 또한, 오류는 아니지만 협정문 한글본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상당부분 문구 개선

q FTA 협정문의 첨부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투자·서비스 유보

목록에서는 반복적으로 발견된 동일한 유형의 오류를 정정하고, 부속

서내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문구 개선을 하였음.

◦ 상품관세 양허표중 미국 양허표의 한글본에서 발견된 오류도 이번에

정정조치 하였으나, 동 문건은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참고자료로

서의 성격



한·미 FTA 유형별 오류 정정 및 개선 사례

q 잘못된 번역 : 총 166건

  ㅇ 특허신청절차에서 disclosure : 공개 → 개시(開示)

  ㅇ hire purchase : 임차후구매 → 할부구매

  ㅇ conversion factors : 변환인수 → 환산계수

  ㅇ bank reconciliation : 은행계좌조정 → 은행정산업무

q 잘못된 맞춤법(오타 등) : 총 9건

  ㅇ subparagraph(a)(ii) : 가호2목를 → 가호2목을

  ㅇ Chapters Eleven(Investment) and : 제11장(투자)와 → 제11장(투자)과 

  ㅇ numerical quota : 수량쿼타 → 수량쿼터

q 번역 누락 : 총 65건

  ㅇ prevailing right holder : 승소자 → 승소한 권리자

  ㅇ Registered mixed feed producers : 배합사료제조업자 → 등록한 배합사료제조업자

  ㅇ Butter and other facts and oils derived from milk : 버터 및 우유 추출 유지방 

→ 버터 및 우유 추출 기타 유지방

  ㅇ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s of : 다음을 충족한다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q 번역 첨가 : 총 18건  

  ㅇ specialty metal : 특수 금속 제품 → 특수 금속

  ㅇ civil proceedings : 민사 사법절차 → 민사 절차

  ㅇ safety equipment : 안전장치·설비 → 안전장비

q 일관성 결여 : 총 25건

  ㅇ ‘Senior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는 대부분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로 

번역하였으나 협정문의 어떤 부분에서는 ‘고위경영진과 이사회’로 번역 →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로 통일

  ㅇ ‘Recourse’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라 번역하였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구제신청’

으로 번역 → ‘이의신청’으로 통일

  ㅇ ‘arbitrator’는 ‘중재위원’과 ‘중재인’이 일관되지 않게 사용 → ‘중재인’으로 통일

  2. 오류의 유형

q 잘못된 번역, 잘못된 맞춤법, 번역누락, 번역첨가, 일관성 결여, 고유

명사 표기오류 등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



q 고유명사 표기 오류 : 총 13건

  ㅇ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ㅇ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 오염 방지협약 

→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ㅇ the Merchant Marine Act of 1920 : 1920년도 상업해운법 → 1920년 상선법

q 상품관세 양허표(미국), 품목별 원산지 규정, 투자·서비스 유보목록상 반복된 오류

  <상품관세 양허표(미국)>

  ㅇ men/youth/boys : 남성용 및 청소년용 → 남자/청년/소년용

  ㅇ live horses/bovine animals/swine : 말/소/돼지 → 살아있는 말/소/돼지

  <품목별 원산지 규정> 

  ㅇ from any other heading : 다른 호에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ㅇ from any other subheading outside that group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투자·서비스 유보목록> 

  ㅇ Description : 설명 → 유보내용

  ㅇ central : 중앙정부 → 중앙 

※ 상기 오류중 25개는 한·EU FTA와 동일한 유형의 오류

  ㅇ sole proprietorship : 1인기업 → 단독소유기업

  ㅇ negotiable instruments : 양도 가능한 증서 → 유통증권

  ㅇ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s or FLC offices : 외국법자문사무소 → 외국

법자문법률사무소

  ㅇ subsidiary : 현지법인 → 자회사

q 개선사항

  ㅇ originating : 원산지 상품이도록 → 원산지 상품이 되도록

  ㅇ Time-Limits for Delivery : 납품기한 → 납품시한

  ㅇ deter : 억제하지 → 억지하지

  ㅇ interested parties : 이해관계자 → 이해당사자

※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은 2007.6월 서명당시 법제처의 용어·표현 사용례에 따라 

번역된 것으로, 이후 동 사용례가 바뀐 경우에도 당시 사용례에 따름.

   - (예) “Articles 16 through 18"은 최근에는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로 번역되나, 

2007.6월 당시에는 ”제16조 내지 제18조“로 번역



6  미측과의 협의 결과

7  향후 추진방안

q 우리가 제시한 한글본 오류 정정에 대한 미측의 검증을 거친 후 미측과는 

6.2(목)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하는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교환

q 미측과 합의된 정정 사항을 반영한 “협정문 한글본”은 6.3(금) 외교

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 예정

  1. 비준동의안 재제출

q 6.3(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정정된 원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은 지난 2.8 국무회의 통과

q 6.3(금) 6월 임시 국회에 하나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원 협정 +

서한교환) 제출

◦ 한·미 FTA 원 협정과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는 내용상 긴밀히 연결

되어 있고 국회의 요구도 있음을 감안하여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제출

  2. 오류발생 원인분석 및 번역 시스템 개선

가. 오류발생 원인분석

 (시스템의 부재) 한·EU FTA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칠레 FTA에서

부터 최근 한·페루 FTA에 이르기까지, 한글본 작업은 체계화된 번역

검독절차 없이 협상 담당자가 협상 타결 후 단기간내 초안을 작성

하고 한시적인 번역 T/F가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최종

한글본 작성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부재했던 상황

 (전담예산 부재) 특히 기술적 검증이 요구되는 상품 관세 양허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투자·서비스 유보목록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이 예산상·시간상 제한으로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함.

 (추진일정상의 제약요건) 2007.4.2 협상 타결 선언 직전부터 2007.6.30

협정문 최종 서명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 동안 법률검토와 한글본 초안 



개선방향

 ◆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마련 ⇒ 번역검독의 체계화

 ◆ 통상협정 법률검토 전담 조직 신설 ⇒ 법률적 전문성 제고

 ◆ 번역·검독 초기 단계부터 외부기관 검증 활용 ⇒ 협상 인력의 업무부담 완화

 ◆ 한글본 최종 확정 이전 민간 의견 수렴 ⇒ 투명성 제고

작성, 검독, 정정 및 관계부처 확인 작업 등을 촉박하게 진행 

나. FTA 번역검독 시스템 개선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 (4.22 외교통상부 예규 발령)

◦ (한글본 작성 단계) 초벌 작성 → 1차 한글본 완성 → 관계부처 검토

/국민의견 접수/외부 전문기관 검독(필요시) → 2차 한글본 완성 →

법제처 심사 → 최종본 완성 (별첨 2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 절차도 참조)

◦ 협상 분야별 분과장 : 한글본 초벌작성의 책임을 지며, 영어본 법적

검토 개시 전까지 초벌작성을 완료 

◦ 통상법무과장 : 1차 한글본 및 2차 한글본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법제처 심사후 최종 한글본을 완성, 이를 협상 총괄부서장에게 제출

◦ 협상총괄부서장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협조하에 대통령 재가 등 조약

체결 국내절차 수행

 직제 개정, 인력 충원 및 예산확보 추진

◦ 번역검독 및 법률검토(legal scrubbing) 기능 강화를 위해 통상법무관 

밑에 「통상협정번역검독팀」 설치 추진중

◦ 3.28 번역전담인력 3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한·미 FTA 재검독 업무에 

투입), 법률전문가와 번역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할 예정

첨부 : 1. 한·미 FTA 한글본 정정 및 개선 사례

2.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 절차도 

3.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 



참고 1  한·미 FTA 한글본 정정 및 개선 사례 (any, review, after)

 'any' : “모든” 또는 “어떠한~도”

◦ ’any‘를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함.

- ⓛ 관용적 표현으로 누락시 의미 전달이 안되는 경우

        ※ ‘in any case(어떠한 경우에도)', 'if any(있다면)', ’of any kind(모든 종류의)' 등

- ② 부정문에 직접 사용되어, 누락시 의미상의 강조가 충분치 않은 경우

        ※ ‘do not include any statute or regulation(어떠한 법 또는 규정도 포함하지 

않는다)' 등

◦ 다만, 번역이 의미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번역시 오히려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에는 번역하지 않음.

- ⓛ 번역 없이도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여 불필요한 경우 (대부분)

        ※ ‘any other matter(그 밖의 문제)’와 같이 ‘모든’ 또는 ‘어떠한’의 직접적 

번역 없이도 의미상 충분히 표현이 되었을 때

        ※ 문장 내 수식·설명으로 인해, 직접적 번역 없이도 그 의미가 명확할 때 

(ex. any questions arising from ~ (~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 ② 번역시 오히려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

        ※ ‘any period longer than(~보다 더 오래)’ 같이 강조로 쓰여 번역하는 것이 

더 어색할 때

☞ 한·미 FTA 협정문 전체에 포함된 1,709개의 ‘any'중 번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번역이 누락된 38건을 확인, 이번에 정정 조치함.

   



 'review' : ‘검토’ 또는 ‘재심’ 

◦ 협정문 전반에 거쳐 원칙적으로 “검토”로 번역하되,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재검토 및 적절성·적법성 판단을 구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재심”으로 번역함.

     ※ 제7.8조의 “review and appeal” ⇒ “재심 및 불복청구”

     ※ 부속서 13-나의 "During any review of previously issued administrative guidance, 

Korea shall provide interested parties an opportunity to comment on that 

guidance." ⇒ "이전에 내려진 행정지도를 재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이해

당사자에게 그 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제14.19조다호의 “judicial review” ⇒ “사법재심”

◦ 다만, 제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포함된 “independent review process"와 

관련해서는 동 절차가 원심 번복 권한을 가지지 않고 단지 재검토 결과를 

원래 결정기관으로 환송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절차임을 감안, “독립적 

검토 절차”로 번역한 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음.

◦ 또한, 제14장(통신) 제19조가호의 “review”는 통신규제기관의 행정처분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성격이므로

현행대로 “심사”를 유지함.

◦ 끝으로 문맥상 “심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심사”로 그대로 둠.

     ※ 부속서 17-가 “Federal Mine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ission” ⇒ “연방

광업안전·심사위원회” 

     ※ 부속서 17-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ission” ⇒ “직업

안전·건강심사위원회”



 'after' : “...날 후 ~이내에”, “...날로부터 ~후”또는 “...이후”

※ “...날 후”는 해당일 다음날부터 기산, “...날 이후”는 해당일부터 기산

◦ “after...” 라는 표현에 따른 기간 계산시, 기산일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번역의 일관성 유지

① “after the date...”이라는 표현중 해당일이 의미상 기간 계산시 산입

되지 않는 경우,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날 후 ~이내에 ”로 번역을 통일

     ※ 부속서 12-가 "The Working Group shall meet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 → "(...) 작업반은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회합한다."

② “XX days/months/years after..."라는 표현은 ①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날 후 xx 일/월/년 후”로 번역되어 우리말 표현이 자연

스럽지 않기 때문에, “...부터 xx 일/월/년 후”로 번역을 통일함.

-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after the date..."에 해당하는 날은 불산입되는 것으로 이해(우리 

「민법총칙」제157조에도 같은 원칙 규정)

※ 제24.5조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60 days after the date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certifying that they have completed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r on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 다만, 2011년 서명된 협정문의 경우는, “after the date..."나 

”following the date..."의 번역시 기산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

다음 날부터”로 번역한다는 법제처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번역함.

      ※ 추가협상 합의문서 : “This paragraph shall apply to Korea beginning two 

years after the date the KORUS enters into force.” → "이 항은 한·미 자유

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③ “after the date...”이라는 표현에서 기산점에 해당하는 날이 의미상 

기간 계산시 산입된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 이후” 라는 번역 

표현으로 통일함.

      ※ 제16.2조제1항 :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privately-owned 

monopoly that it designate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any government monopoly that it designates or has designated." → 

"각 당사국은 자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지정하는 모든 민간 소유 독점과 

자국이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한 모든 정부 독점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

↓

↓

↓

      ↓

      ↓
 

      ↓

      ↓

참고 2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 절차도

한글 초벌 작성

(매회 협상 종결후

협상단이 작성)

협상 개시

1차 한글본 작성

     협상단, 관계부처 실무 

의견 참조

(통상법무과장)

통상법무과에 송부

2차 한글본 작성

(통상법무과장)

법제처 심사의뢰

(통상법무과장)

최종 한글본 완성후

협상총괄부서에 송부

국무회의 및 비준절차

(협상총괄부서)

관계부처 검토 요청

(통상법무과장)

외교부 홈페이지 게재

(최소 20일간 의견 수렴)

외부기관 선정

외부기관 의뢰

  상품․서비스 양허안,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

양허안 등 전문분야 내부검토

(분과장)

외부기관 자문

(통상법무과장)



참고 3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 (외교부 예규, 11.4.22 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통상교섭본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

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절차 및 방법) ①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이라 한

다) 협상총괄부서장(협상이 여러 분과로 나눠진 경우 해당 분과장)은 협정 한

글본 초벌작성의 책임을 지며, 영문본에 대한 법적검토 개시 전까지 초벌작성

을 완료한다.

② 통상법무과장은 1차 한글본 작성의 책임을 지며, 이를 가서명 전까지

(가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검토 완료시까지)완료한다.

③ 통상법무과장은 2차 한글본 작성의 책임을 지며, 이를 1차 한글본 작

성 후 2개월 이내 완료한다.

④ 통상법무과장은 최종 한글본 완성의 책임을 지며, 협정 서명시기 등 외

교일정을 감안하여 최종 한글본 작성이 최단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조한다.

⑤ 통상법무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예규에 명시된 작업시한에 

따라 협상 타결이후 6개월 이내 최종 한글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협상 상대국 사정이나 시급한 외교일정 등 작업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협상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세부 작

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이 예규에 의한 모든 작업에 대해 해당 책임자를 나타내는 실명제를 

실시한다.

제3조 (초벌 작성) ①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은 매회 협상 종료 

후 상호 합의된 영문안에 대해서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고, 협상결과 보

고 후 10일 이내에 동 초벌을 통상법무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상품․서비스 양허안,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이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는 과

정에서 외부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1차 한글본 작성) ① 통상법무과장은 조약과, 법제처 등의 조약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분과장이 제출한 한글본 초벌에 대한 자체 수정 

및 검독을 거쳐 1차 한글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협상총괄부서 또는 관

계부처의 실무적 의견을 최대한 참조토록 한다.

② 통상법무과장은 1차 한글본 작성 과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외

부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2차 한글본 작성) ① 통상법무과장은 1차 한글본에 대해 관계부

처의 검토를 요청하고, 이와 동시에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20일 이상 접수한다.

② 통상법무과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수렴된 외부의견을 반영하여 2차 

한글본을 작성한다.

제6조 (최종 한글본 완성) ① 통상법무과장은 조약과장의 협조하에 2차 

한글본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의뢰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과정을 총괄 

조정한다.

②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은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어서 통상법무

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③ 통상법무과장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한글본을 완성하고, 이를 협

상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④ 협상총괄부서장은 최종 한글본을 토대로 조약과장 및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조하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 및 국회비

준절차상 필요한 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세부사항) 통상법무과장은 이 예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1.4.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목 : “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한겨레신문 보도(7.12) 관련

한·미 FTA와 충돌 가능성 때문에 공공정책이 줄줄이 무력화될 상황
이라는 7.12(화) 한겨레신문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화물차 총량제

(기사내용)

o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화물차 운송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개방하였는데, 우
리 정부가 화물차 신규 등록을 허가하지 않아 미국기업이 운송사업 진
출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으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통상분쟁을 제기
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

o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화물차 운송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개방했다”는 상
기 기사는 사실이 아님.

o 한·미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
적인 규제 권한을 유보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전반적으로 화물차 운송서
비스에 대해 총량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음. 상기 기사내용은 유보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유보의 예외로서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
운송서비스”는 1995년 WTO에서부터 양허하였으나 현재까지 외국기
업이 사업 허가 신청을 한 사례가 없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620호    배포일시 : 2011.7.12(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정병화 (☎:2100-8105)



2.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제도

(기사내용)

o 굴삭기(굴착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은 한·
미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한다.

o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한다.

(사실관계)

o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안의 내용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우리의 국제적 의무와 상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가 1995년부터 WTO 협정상 건설기계 
대여서비스와 도·소매 유통업을 이미 양허한데 따른 것이며, 그 후 체결된 
한·EFTA, 한·인도, 한·EU FTA 등에서도 그대로 양허한 사항으로서 한·
미 FTA에서 새로이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님.

3.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기사내용)

o 투자자-국가제소를 맡은 중재부는 한국 법관이 아니라 미국법의 영향
을 많이 받은 국외 법률가로 구성되고, 투자자가 중재부 구성에 50%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가 1인
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중재인(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당사국 국적이 
아닌 제3국인으로 한정)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로 임명됨. 동 중재판
정부가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법률가”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임.

o 이러한 중재판정부 구성은 한·미 FTA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라 국
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등 국
제중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3의 절
차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한·미 FTA 인준추진 관련 미 상원 지도부 및 행정부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1. 금일(미국 현지기준 8.3(수) 오후) 리드(Reid) 미 상원 민주당 대표 및 

매코넬(McConnell) 미 상원 공화당 대표가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현안 FTA의 9월 의회 개회(9.6 예정)후 처리방안에 관하여 공동 발표하

고, 커크(Kirk) 무역대표가 동 발표에 대하여 9월중 의회 지도부와 협력

하여 미 의회 인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

다.

2.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당초 알려진 대로 8월 휴회전에 처리하지 못

한 것은 우리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나, 상기 미 행정부 및 상

원 지도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9월 미 의회가 개회된 후 한·미 

FTA가 인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671 호     배포일시 : 2011.8.4(목)

문 의 : 자유무역협정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정병화 FTA정책심의관)  (☎:2100-8113) 



제목 : “‘한·미 FTA’ 위에 미국법” 한겨레 신문 기사(8.12) 및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한·미 FTA 비준 안된다” 한겨레 신문 사설(8.12) 관련

“한·미 FTA가 미국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천적인 불평등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8.12(금) 한

겨레신문 기사 및 사설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 및 외교통

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 립니다.

1. (기사 및 사설 내용)

o “미국법과 한·미 FTA가 저촉․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하며, 협정의 어

느 규정이나 그러한 조항의 적용이 미국법과 상충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사실관계)

o 지난 7.7 미 의회(상․하원)의 비공식 축조심사(mock mark-up)를 마친 한·미 

FTA 이행법안에 “미국의 국내법과 한·미 FTA가 충돌할 경우 미국 국내에

서 미국법이 우선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이는 미국이 외국과 맺은 통상협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

한 미국 법률 체계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서, 동 문구는 WTO 이행법

안 뿐만 아니라, NAFTA, 모로코․호주․칠레와의 FTA 등 미국이 그

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안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o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안은 법안 모두(冒頭)에 한·미 FTA 협정문을 승인

(approve)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685호    배포일시 : 2011.8.12(금)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 (☎:2100-8105)



o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안에 상기 문구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

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한다는 취지임.

- 동 입법취지는 한·미 FTA 이행법안과 동시에 제출된 한·미 FTA 행정

조치성명(SAA)*에서 미 행정부가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모든 법률 및 하위법령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

법안과 행정조치성명에 포함시켰다고 기술한데에도 나타나 있음.

- 또한, 동 행정조치성명은 협정 이행을 위한 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

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가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법령 개

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

    * 행정조치성명(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 FTA협정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미 행정부의 유권적 표현을 담고 있는 문서로서 

FTA 이행법안과 동시에 미 상하원에 제출

o 한편, 위에 설명한 한·미 FTA의 미국 국내법적인 효력 여부는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

지 않음.

- 만약 한·미 FTA와 미국 국내법간의 불일치 문제로 한·미 FTA의 미국 

국내법적 효력이 일부 상실된다고 할 경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

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미측의 협정 불이행에 따른 

국제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우리는 미측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협정 불이행은 분쟁해결 절

차의 대상이 될 것임.

- 따라서, 한·미 FTA 이행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동등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

으며, 한·미 FTA가 “원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2. (기사 및 사설 내용)

o “정부는 아직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한·

미 FTA와의 충돌가능성이 있다고 공공정책에 줄줄이 제동을 걸고 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에 

난색을 표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사실관계)

o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안의 내용이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우리의 국

제적 의무와 상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임.

o 이는 우리가 1995년부터 WTO 협정상 건설기계 대여서비스와 도·소매 유

통업을 이미 개방 약속한데 따른 것이며, 그 후 체결된 한·EFTA, 한·인도,

한·EU FTA 등에서도 동일한 개방 약속을 한 사항으로서 한·미 FTA에서 

새롭게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님.

3. (기사 및 사설 내용)

o “한·미 FTA는 곳곳에 불평등 조항을 담고 있다. 우선 전문에서부터 투

자자 보호와 관련해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넣어 차별대우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자는 미국의 연방 법률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은 협정으로 약속한 미국 투자자의 

권리를 국내 법률로 규제할 경우 협정 위반이 된다.”

(사실관계)

o 서문의 관련 내용은 국내법에 의한 투자자 보호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협정에 의하여 내국투자자보

다 더 나은 대우를 부여받지는 않는다는 선언적 문안이며, 동 문안 상

의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라는 문구는 예시적 문안으로서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 수준이 협정상의 수준 이상인 나라가 미국뿐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동 원칙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4. (기사 및 사설 내용)

o “미국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권한을 대부분 각 주의 정부에서 쥐

고 있는데, 협정은 50개 미국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허용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협정에서 ‘불합치’(유보) 항목으로 열거한 

사안이 아니면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법원까지도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는 양국 모두 지방정부의 현존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해 서

비스·투자 분야에서의 협정상 기본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미국

의 경우는 부속서 I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치 전부에 대해 현존 비합치조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키

로 하였음(제11.12조, 제12.6조, 제13.9조).

  ※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 서비스·투자 분야에 있어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등 한·미 FTA 협정상의 기본적 의무에 일치되지 않는 조치

o 다만, 미국 50개 주의 비합치 조치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기술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미국 입장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유보를 허용하되,

특정 주정부의 비합치조치가 우리 기업 등의 미국 진출에 장애요소

로 작용하는 경우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투명

성 차원에서 현존 주별 비합치조치의 예시적 목록을 협정문에 첨부하였

음.

- 이러한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도 자유화 후퇴방지(ratchet) 메커니즘

이 적용되므로 협정 발효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비합치조치를 도입하

거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할 수 없음.

o 한편, 지방정부 차원의 현존 비합치조치 인정과는 별도로 우리는 현

행 법·제도상 한·미 FTA의 의무와 비합치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

한을 분야별로 확보하고 있으며(현재유보, 47개 분야), 나아가 공익성이 높



은 분야와 향후 정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교

육·보건·사회서비스 등 44개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정부의 규제 권한

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

은 사실과 다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목 : 『미, “FTA 재원마련” 물품수수료 57%인상, ‘한․미 FTA’ 수

출기업에 부메랑』 한겨레 신문 기사(8.24) 관련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품이 원산지(한국산)기준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관세부담에 더해 미국 정부에 물어야 

할 물품취급 수수료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대미수출기업에 추가로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8.24(수) 한겨레신문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

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품이 원산지(한국산)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할 경우엔 미국 정부에 물어야 할 물품취급 수수료가 57%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ㅇ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는 물품취급 수

수료 납부가 면제되며, FTA 체결국이 아닌 제3국의 수출기업은 대미수

출시 물품취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제3국 수

출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혜택을 향유하게 되는 것임.

   * 물품취급수수료는 현재 0.21%에서 0.34%(잠정)로 인상 예정으로 전세계에서 미국에 수입통

관시 모든 상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한미 FTA에서는 우리 원산지 상품에게는 동 수수료

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음(협정 제2.10조 제4항).

- FTA에서 관세철폐 혜택이 FTA 체결국의 원산지 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취급 수수료 납부도 FTA 체결국의 원산지 제품에 

한해 면제가 됨.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707호    배포일시 : 2011.8.24(수)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 (☎:2100-8120)



2. (기사 내용)

ㅇ “한-미 FTA가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탓에 국내기업에 피해가 늘

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섬유업체 가운데 한-미 FTA 원산

지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최대 56%에 그칠 것이다.”

(사실관계)

ㅇ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율(원산지 요건 충족 증명 활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의 대부분이 물품취급 수수료 

납부면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수출기업은 한-미 FTA 발효시 ▲미국의 조기관세 철폐비율이 높고(수

입액기준 3년이내 92.4%, 5년이내 95.7% 관세철폐), ▲통관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으며(개도국 등의 경우에는 통관시스템 낙후로 원산지 인정을 행정비용이 상당히 

초래되고 있어 FTA 활용율 저조 원인), ▲원산지 증명방식도 기관증명 발급방식

이 아닌 수출업자가 자율적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어 수출업자의 편의성

이 높음.

ㅇ 동 기사는 국내 섬유업체 가운데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56%로 추정하고 있으나, 섬유업체의 한-미 FTA 활용율은 실제 

이행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임.

3. (기사 내용)

ㅇ “미국 의회 예산국(CBO)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수입품에 대한 물품취급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덕에 21억

6700만달러의 새로운 비관세 수입이 생겨날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관계)

ㅇ 동 예상 수입액(21억6700만불)은 미국이 전세계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

한 물품취급 수수료의 예상 총액임.

ㅇ 한편,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한-미 FTA로 인한 특혜관세 부여로 

2011~16년간 20억8500만달러의 관세수입이 감소된다고 예상한 바, 동 

특혜관세 부여가 우리나라 원산지 인정 제품에 기초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특혜관세 혜택과 더불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물품취급 수수료 

면제 혜택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김종훈 통상본부장, 청와대 훈령 무시했다.” 제하 9.9자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표제 9.9자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기사내용) “한·미 FTA 협상을 책임졌던 김종훈 당시 수석대표가 개성공

단문제를 협상초기에 다루라는 청와대의 훈령을 어기고 협상의 마지막으로 

미룬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관계) 

1.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이 운영(2004년)된 이후 체결한 모든 FTA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FTA상의 원산지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왔다. (별첨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 인정 성과 참

조)

  ◦ 관련 규정의 FTA 협정문 반영은 우리의 FTA 협상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 사항중 하나인바,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모든 FTA 협상시 첫 단

계부터 타결시점까지 동 조항 관철을 위해 적극 노력

2.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FTA상 원산지 인정은 ① FTA 체결국이 아

닌 역외 관세지역에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FTA에

서 흔치 않은 조항이며, ②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정치적 민감

성 등으로 인해 FTA 체결 대상국들이 매우 난색을 표명함에도 불구하

고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관철되었다.

  ◦ 한·미 FTA에서도 우리측은 미측의 강한 논의 불가 입장 견지에도 불구

하고 8차례의 공식 협상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과 동시에 수

석대표, 통상장관 등의 고위급채널을 활용하여 미측을 설득함으로써 최

종적으로 역외가공무역위원회 설립 규정을 반영한바, 추후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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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 781 호   배포일시 : 2011.9.15(목)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3. 우리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호주, 콜롬비아 등 추후 여타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이 FTA상의 특혜관세를 부여받기 위해 

계속 노력중이다.

첨부: 1. 개성공단 일반 현황

2.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 인정 성과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첨부 1  첨부 1    개성공단 일반 현황 (2010년말 현재)

 ❒ 입주기업 및 생산액 현황 (통일부․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료)

   ◦ 122개 입주기업이 가동 중이며 총생산액은 3.2억불

(단위: 개, 만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동기업수 18 30 65 93 117 122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7 32,332

   ◦ 업종별로는 ➀섬유․가죽․신발, ➁기계금속, ③전기전자 순

 

업종 섬유․가죽․신발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기타 전체

기업수(개)
71

(58.2%)

23

(18.8%)

13

(10.7%)

9

(7.4%)

6

(4.9%)

122

(100%)

생산액

(백만불)

179.2

(55.4%)

48.6

(15%)

59.1

(18.3%)

32.1

(10%)

4.2

(1.3%)

323.3

(100%)

   ◦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교역이 14억불로서 총 남북교역의 75% 차지

 ❒ 생산 근로자 현황 : 4.7만명 근무중 (북측 4.6만명, 남측 804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북측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남측근로자 507 791 785 1,055 935 804

합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첨부 2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 인정 성과

구 분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페루 한-미/한-EU

적용방식 OP+ISI 방식 OP방식 OP방식 OP 방식 OP 방식 OPZ 위원회 방식

적용

품목수

(OP방식) 

131개 (HS 10단위)

267개

(HS 6단위)

100개

(HS 6단위)

108개

(HS 6단위)

100개

(HS 6단위)

협정발효 후 1년 

시점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서 구체적 

내용을 결정 

(ISI방식) 

4,625개 (HS 6단위)

적용 조건

(OP방식) 

역내산 재료비 45% 

이상

비원산지 투입비용

(재료·가공·운송비)이 

40% 미만,

역내산 재료비가 

60% 이상

비원산지 

투입비용이 40% 

미만,

역내산 재료비가 

60% 이상

비원산지 

투입비용이 40% 

미만,

역내산 재료비가 

60% 이상

비원산지 

투입비용이 40% 

미만,

역내산 재료비가 

60% 이상

(ISI방식) 

한국에서 선적후 수출

협상 발효 2006.3.2 2006.9.1 2007.6.1 2010.1.1 2011.8.1 2011.7.1(한-EU)

◦ OP (Outward Processing): 한 당사국에서 원자재(부품)를 제3국으로 수출하여 추가공정을 거친 후 가공물품을 당사국으로 재수

입하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

◦ ISI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FTA 체결 당사국은 실제 원산지 상품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물품이 상대국에서 수출되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

◦ OPZ (Outward Processing Zone): FTA 체결국 영역이 아닌 여타 지정된 제3국 영역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역내산으로 인정



제 목 :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한겨레신문 보도

(9.15) 관련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제하 9.15(목) 한겨레신문 기

사 내용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공식 서명 직후인 2007.8

월 미국쪽에 쌀 관세화 유예 종료(쌀시장 전면 개방)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

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1. 쌀 수입 문제는 WTO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향후 관세화 절

차도 WTO차원에서 협의될 것이며, 한·미 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ㅇ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정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협정문에 반영하였으며, 협상 타결 이후 지금까지도 쌀은 FTA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776호   배포일시 : 2011.9.15(목)

문 의 : 다자통상국 공보·홍보담당관(다자통상국 심의관) 정병화(☎:2100-7447)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일반주해 3.타】

    - 단계별 양허품목 Y의 품목(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모

든 개정에 규정되는 약속의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위에 언급된 세계무역기구 문서에서, 대한민국은 특히 2005년에서 2014년

의 기간 동안 단계별 양허유형 Y로 규정된 품목에 대하여 최소시장접근을 

증가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  

 

2. 우리의 쌀 관세화 문제는 향후 WTO 차원에서 관심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되어 있다.

  ㅇ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는 WTO 협정에 따라 관세상

당치를 설정하여 WTO에 통보해야 하고, 이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전체 

WTO 회원국들은 검증 과정을 통해 우리와 협의를 하게 된다.

- 이는 현재 약속대로 2014년말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든 그 이전에 

조기 관세화를 선택하든 동일한 절차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9.20자 경향신문 및 머니투데이의 英테스코에  ‘SSM 규제법 개입’

기사에 대한 입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10.9월 영국 테스코사 부회장으로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시행에 대한 우려 서한을 받고 “조언과 개

입”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는 9.20자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테스코측 서한에 대해 김 본부장이 답신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해당 

부분의 표현은 "trying to make proper inputs"로서, input는 우리말로 

“개입”이라기보다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

이며, 이는 SSM 규제법령 개정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와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임.

□ 유통시장 개방은 우리나라가 1988년 ‘도 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획에 따라 일관되

게 추진되어 온 정책임.

o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로 1995년 출범한 WTO의 서비스 

양허표에 우리나라의 유통업을 개방하였으며,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임.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810호    배포일시 : 2011.9.21(수)

문 의 : 다자통상국 공보홍보담당관(정병화 다자통상심의관) (☎:2100-7447)



o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과 국내법령간 충돌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그 충돌가능성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결과

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9.21(수)～23(금) 워싱턴을 방문하여 론 커크

(Ron Kirk) 미 무역대표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 미국 행정부·의회 주

요 인사와의 면담 및 재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 김 본부장은 9.21(수) 오후 커크(Kirk) 미 무역대표와의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미국내 한·미 FTA 인준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이 한·미 FTA

의 조속한 비준·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또한, 김 본부장은 금번 방미 기회에 백악관 마이클 프로만(Michael 

Froman)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과 상·하원에서 한·미 FTA 인준을 담당

하는 핵심 의원들을 차례로 면담하여 한·미 FTA 미 의회 인준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9.22(목) 상원에서 TAA가 통과된 만큼 이제는 

상·하원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미측 인준 절차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한·미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접촉 인사 

별첨 1). 

 ㅇ 이에 앞서, 김 본부장은 9.22(목) 아침에는 미국내 한·미 FTA 재계연

합(KORUS FTA Business Coalition) 회원사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

고, 한·미 FTA의 조속한 미 의회 인준을 위해 지금까지 진행해온 미 

업계와의 공동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4. 김 본부장의 금번 방미는 미 의회가 3개 현안 FTA를 인준하기 위한 단

계의 하나로서 추진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안(TAA)의 상원 통과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822호   배포일시 : 2011.9.23(금)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때를 맞추어 우리 통상장관이 미 행정부, 상·하원, 업계 등과 다각적으로 

직접 접촉함으로써, 한·미 FTA의 조기 비준·발효 필요성을 미측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이를 위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첨부:  1. 주요 접촉 인사 (행정부, 의회, 업계)

       2. TAA 상원 통과 동향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첨부 1  주요 접촉 인사 (행정부, 의회, 업계)

① 미 행정부 : 론 커크 무역대표, 마이클 프로만 백악관 국제경제담당 부

보좌관

② 미 의회

  - 상원(3명) : 론 와이든 재무위원회 무역소위원장(민주, 오레곤), 로이 블

런트 의원(공화, 미주리), 롭 포트만 의원(공화, 오하이오)

  - 하원(6명) : 데이비드 캠프 세입위원회 위원장(공화, 미시건), 샌더 레빈 

세입위원회 간사(민주, 미시건), 케빈 브래디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공

화, 텍사스), 찰스 랑겔 세입위원회 위원(민주, 뉴욕), 애덤 스미스 의원

(민주, 워싱턴), 짐 맥더모트 의원(민주, 워싱턴)

③ 미 업계 간담회 : 미 상의 및 한·미 FTA 재계연합 회원사 대표 30여명 (9.22)

④ 현지 특파원 간담회 : 워싱턴 주재 국내 언론 특파원 20여명 (9.22)

첨부 2  TAA 상원 통과 동향

① 9.19(월) 토론종결(cloture) 발의(민주당 대표) : 84:8 가결 (찬:반)

   * 이하 표결은 60표이상 획득해야 가결

② 9.20(화) 공화당 대표의 무역촉진권한(TPA) 수정안 표결 : 45:55 부결

③ 9.21(수) 3개 주요 TAA 수정안에 대한 표결 : 모두 부결

④ 9.22(목) 3개 주요 수정안에 대한 표결 : 모두 부결

  - 일반특혜관세법안(GSP)에 TAA를 추가하는 수정안 표결 : 69:28 가결

  - GSP+TAA 법안 표결 : 70:27 가결 (상원 절차 완료)



제 목 : “김종훈, 2014년 미국과 쌀협상 재논의 불가피” 제하 한겨레신문 보

도(9.26) 관련

“김종훈, 2014년 미국과 쌀협상 재논의 불가피” 제하 9.26(월) 한겨레신문 

기사 내용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농업협정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정부가 미국과 쌀 문제를 당연히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이나 통상법 전문

가들의 의견과도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관계) 

1. 2014년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 우리 정부는 WTO 협정에 따라 

관세상당치(TE : tariff equivalent)*를 설정하여 WTO에 통보해야 하고, 이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WTO 회원국들과 검증 과정을 통해 협의를 하

게 된다.

※ 관세상당치는 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1986-1988년도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이

용하여 계산 (관세상당치 =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100)

  ㅇ WTO 농업협정 제4.2조(관세화 의무) 및 부속서 5(관세상당치 산출)

에 따른 관세화 조치를 양허표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양허표의 정

본 인증 및 발급과 관련된 1980년 GATT 결정문상의 절차가 적용된

다.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832호   배포일시 : 2011.9.26(월)

문 의 : 다자통상국 공보·홍보담당관(다자통상국 심의관) 정병화(☎:2100-7447)  



※ 양허표 수정(GATT 28조)에 관한 1980년 GATT 결정문에 의하면, 수정 양허표

가 회원국들에게 회람된 후 3개월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인

증이 성립

- (1980.3.26 결정문(L/4962) 3항) The draft containing the changes described

in paragraphs 1(GATT 28조 양허표 수정 협상 결과 반영) and 2(형식적인 

교정)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Director-General to all the contracting

parties and shall become a Certification provided that no objection has

been raised by a contracting party within three months[...]"

2. 우리나라와 함께 쌀 관세화를 유예받았던 일본과 대만도 쌀 관세화로 

전환시 상기 절차에 따라 관세상당치(TE)를 담은 수정 양허표를 WTO

에 통보한 후 검증기간중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와 협의를 가진 바 있

다. 

  ㅇ 일본은 1998.12.21 수정 양허표를 WTO에 통보 후 EU,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호주와 협의를 거쳐 2000.11.27 최종 인증된 바 있다.  

- 미국과는 WTO 통보 이전에 사전 협의를 실시한 것으로 추정 

  ㅇ 대만은 2002.9.30 수정 양허표를 WTO 통보 후 미국, 호주, 태국과 

협의를 거쳐 2007.6.22 양허표가 최종 인증된 바 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1.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10월 3일(월, 미국 현지시각) “한·미 FTA 이행법

안”을 미국 의회에 공식 제출함으로써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절차가 

본격 개시되었음을 환영하며, 미 상·하원내 존재하는 한·미 FTA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 FTA 인준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기

를 기대한다.

2. 정부는 우리 국회가 미국내 이러한 진전상황을 감안하고 한·미 FTA가 

가져올 제반 혜택과 국민의 지지여론을 고려하여, 금년 6월 3일 제출되

어 9월 1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여·야

간 협조하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866호   배포일시 : 2011.10.4(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제목 : “미국만 한국에 제소가능 … 법 충돌땐 한국만 개정” 제

하 한겨레 신문 기사(10.5) 및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 한겨레 신문 사설(10.5) 관련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우리쪽에 일방적으로 불

리한 내용이 포함돼,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지적한 10.5(수) 한겨레 신문 

기사 및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이라는 동일자 

한겨레 신문 사설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및 사설 내용)

◦ “미국측 이행법안은 ...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이 한·미 협정(FTA)보다 우

선”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한·미 협정(FTA)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

를 지니거나 ... 국내법에 우선한다.”

(사실관계)

◦ 조약,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제에 수용하는 방법은 나라마라 다를 

뿐, 이를 서열관계로 보는 접근은 옳지 않음.

◦ 지난 8.12자 우리부 보도자료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양국은 FTA

와 같은 통상협정을 국내법 체제로 수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 한·미 

FTA를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는 동일하게 부담하므로 한·미 FTA가 우

리나라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기사내용은 양국의 법체제

상의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임.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876호    배포일시 : 2011.10.5(수)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심의관) 김영무 (☎:2100-8120)



◦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FTA와 같은 조약은 국내

법 체제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국제법과 국내법의 일

원론적 체계)을 갖는 반면, 미국의 경우,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

국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지 않고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

법 체제로 수용되는 방식(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적 체계)을 취함.

-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한·미 FTA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

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하며, 추후 이행과정에서 한·미 FTA

의 특정 조항이 미 국내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한·미 FTA의 해당 조항이 국내법 규정을 대체하여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고 미 정부가 해당 미 국내법을 개정하는 추가적인 조

치를 취해야 됨.

-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은 바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이는 

한·미 FTA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에 상세

히 기술*되어 있으며, 한·미 FTA뿐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안에도 동일하게 규정).

* 한·미 FTA 행정조치계획(SAA) 1.c.: “미 행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발

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법안과 행정

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개정 조치를 구할 것임” (The Administration has

made every effort to include all laws in the implementing bill and to

identify all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Statement that must be

change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new U.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greement. .... If additional action is called for, the

Administration will seek legislation from Congress.")

◦ 한·미 FTA에 양국의 국내법 체제로의 수용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협

정문 제1.3조)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 미측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미측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협정 불이행은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2. (기사 및 사설 내용)

◦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한국투자자는 (미국 법원에서) 그럴 수 없다.”

(사실관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국내법 체계상 한·미 FTA는 그 자체

로 미국 국내법 체제에 수용되지 않고(즉, 이원론적 체계에서는 국제

법 자체가 자기집행력이 없음) 한·미 FTA 협정문의  권리·의무를 반

영한 한·미 FTA 이행법을 통해 미국내에 적용되므로, 미국내 우리 투자자

와 같이 대한민국 사인(私人)은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원용하여 미 법원

에 제소할 수 없으나, 한·미 FTA 협정문을 반영한 한·미 FTA 이행법 또

는 관련 미 국내규정에 근거하여 미국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으므로, 실

제 법적 구제제도 측면에서는 한국내 미국 투자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

리하지 않음.

◦ 한편, 한·미 FTA 이행법 및 행정조치계획(SAA)은 미국내 한국 투자자

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는 한·미 FTA상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음(이행법 제106조).

◦ 양국 투자자가 투자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 제소한 사안에 대

하여 ISD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면에서는 한·미 FTA상 미국내 우리 

투자자가 한국내 미국 투자자보다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음.

- 한·미 FTA 협정문 제11.18조 및 부속서 11-마에 따라, 한국내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단 한국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추후 ISD 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되나,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국내법원에 제소한 후에도 동 절차를 중단하고 

ISD 청구를 할 수 있음.

3. (기사 내용)

◦ “한·미 협정(FTA)으로 개정되는 미국쪽 법률은 .... 6개 뿐이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엔 24개나 된다.”

(사실관계)

◦ 양국의 법률 및 규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정대상 법률에 대한 단

순한 산술적 수치비교에 근거하여 어느 한 쪽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

을 주며 불평등하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음.

- 우리나라나 미국은 한·미 FTA상의 의무를 각자의 법령체제에 적합

한 방식으로 법률, 시행령 및 여타 하위법령에 규정하게 됨.

- 실제 법률개정의 경우에도 기사내용과는 달리, 미국은 한·미 FTA 이

행법을 통하여 8개 항목에 걸쳐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6개 항목의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기사 내용)

◦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하는 

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에 수

출될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

(사실관계)

◦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내 생산제품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적용 여

부는 한·미 FTA 발효후 1년내에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협

의·결정하도록 한·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한·미 FTA 발효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측이 동 위원

회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양국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될 예정임.

◦ 미측 행정조치계획(SAA)은 금번 제출한 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인해 

북한산 물품에 대한 기존 대북제재가 즉각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추후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 위원회”를 통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가능성을 부

인한 것은 아님.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한·미 FTA 충격, 중소상공인·서비스업 무방비” 제하 한국일보 보도

(10.10) 및 “미 투자자 손해,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제하 한

국일보 보도(10.11) 관련

“한·미 FTA 충격, 중소상공인·서비스업 무방비” 제하 한국일보 신문기사

(10.10) 및 “미 투자자 손해,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제하 한

국일보 신문기사(10.11) 내용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기사내용) 

 o “리먼 사태를 불러왔던 미국의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도 어려울 전

망이다. 서비스 분야 협상 때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미국의 파생상품과 같은 신금융서비

스(new financial services)를 다음과 같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하였음. 

   - 현행 우리나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급될 수 있으며,  국

경간 무역을 통한 공급을 허용하지 않고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공

급할 수 있도록 제한

   -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형태를 우리나라가 결정

할 수 있으며,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제도 운영 가능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03호   배포일시 : 2011.10.11(화)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o 이러한 장치 외에도, 우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

한 건전성 규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2.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한·미 FTA가 적용되는지 여부

 (기사내용) 

 o “전문가들은 ‘서비스 분야 조항은 공적퇴직연금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

를 제외하고 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는 공적퇴직연금제도 및 법정사회보장제도를 적용 배제하는 한

편, 금융챕터상의 제반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금융제도 전반의 안전

성 보장 등을 포함하는 건전성 규제 조치 채택 가능

   -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국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수출 진

흥·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정책목적을 위한 기존의 기능을 계속하여 수

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우리 정부는 수협, 기업은행 등의 정부지원기관에 대해서 손실 보전, 조세 면

제 등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음을 확인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금융서비

스의 국경간 공급의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개방(Positive 방식)

3. 국민건강보험과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

 (기사내용) 

 o “한·미 FTA 체결로 개방된 조항은 다시 체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는 ‘역진방지조항(ratchet·래칫)’도 마찬가지. 이 조항이 발효되면 정부가 



공공정책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치아보험을 민영

화한 후 미국 보험업체가 관련 상품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이를 다시 국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기 어렵게 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현재유보에 기재한 비합치조

치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며,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아예 제외된 

분야에는 동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적용되지 않음. 

 o 기사에 예시된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법정사회보장제도로서 한미 FTA 금

융챕터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적용되지 않음.

 o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아예 금융챕터의 예외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동 제도상의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한·미 FTA

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함.

    ※ 참고로, 현행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민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

는 않는 범위에서만 보충적으로 보험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지방은행에 대한 우대

 (기사내용)

 o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차별을 금지한 외환건전성 규제 조항에 따라 앞으

로 미국 은행들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50%만 내고 있는 국내 지방은행들을 

차별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금융 분야의 허점을 지적한다.”

 (사실관계) 

 o 지방은행은 현행 우리 은행법 등에 따라 영업범위·자본금 등 기타 요건에서 아

래와 같이 일반 시중은행과 상이한 조건에서 영업중에 있어, 주로 시중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내·외국 은행간 차별이라는 이유로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움. 



    ※ 내국민 대우는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인 경우에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임.

   -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전국을 영업으로 하지 않고, 자본금 요건도 시

중은행에 비해 작으며, 높은 중소기업 대출의무를 부담

5.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기사내용) 

 o “송기호 변호사는 ‘…(중략)…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정부 조치도 사

실상 금지시켜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에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o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적 구속력

이 없어 한·미 FTA와 상충될 소지는 없음.

 o 다만,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제정 추진중인 바, 

WTO/GATS(서비스협정), 기체결 FTA 및 투자보장협정에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6.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기사내용) 

 o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직접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교역기구

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미국의 한 택배 회사는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를 체결한 캐나다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적

이 있다. 자칫 미국 투자자의 손해를 우리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관계)



 o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는 한·미 FTA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아니

라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일반화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외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유용함.

 o ISD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례를 보면, 대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서 국

제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한 조치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나, 합리

적·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정부 조치가 ISD 제도로 인해 제약을 받지는 

않음.  

   - 참고로 기사에서 예시한 美 UPS 대 캐나다 사건은 중재판정부는 UPS

의 NAFTA협정의 내국민대우 등 위반 주장을 기각하여 투자자가 패소한 

사례임.

7. 복제약의 지적재산권

 (기사내용) 

 o “‘복제약의 지적소유권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최소 1조원대 피해가 예

상되나 별다른 대책이 없다‘(백일 교수)는 의견도 나왔다.”

 (사실관계) 

 o 복제약은 지적재산권과는 무관하며, 한-미 FTA에서 보호기간이 50년에

서 7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저작권에 관한 사항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 인준 완료에 대한 외교통

상부 대변인 성명

1. 정부는 “한·미 FTA 이행법안”이 10월 12일(수, 미국 현지시각) 미 의

회 상·하원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통과되어,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미측 인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환영한다. 

 ※ 10.12 한·미 FTA 이행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찬성 278표, 반대 151표, 기

권 4표)된데 이어,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됨(찬성 83표, 반대 15표, 기권 2표)에 

따라, 지난 10.3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지 회기일 기준 6일만에 한·미 

FTA 인준을 위한 미 의회의 모든 절차가 종료

2. 정부는 현재 우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

안 처리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되어 한·미 FTA가 내년 1.1 발효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한·미 FTA 발효를 위해 양국에서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어 발효되면, 

최근 커져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 있어 군사동맹과 경

제동맹의 두 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13호  배포일시 : 2011.10.13(수)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김영무 (☎:2100-8120), 



제 목 : ‘쌀개방 추가협상’ 관련 9.15일자 한겨레 보도에 대해 10.14

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를 하라는 취지의 직권조정결

정을 하였다.

1. 9.15일자 한겨레신문의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제

하 기사 및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하 사설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9.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2.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10.14일, ‘쌀 개방 추가 협상을 약속하거나 

쌀 개방을 밀약한 발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취지의 직권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3.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

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내리는 

결정으로서,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32호   배포일시 : 2011.10.19(수)

문 의 : 다자통상국 통상기획홍보과장 김영준(☎:2100-7755)  



제 목 :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경향신문 기사(10.29) 

관련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제하 10.29(토) 경향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

이 알려드립니다.

1.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의 제한

(기사내용) 

 o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을 경우 미국 대

기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FTA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사실관계) 

 o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10.27, 지식경제

부 발표)가 한·미 FTA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동 조치는 ①우선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 통합(SI) 기업) 참여 제한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②향후 소프트웨

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공공 정보화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공공 정보화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는 대기업 참여 제한 범

위에 관계없이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우리가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 해당되어 GPA협정상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80호   배포일시 : 2011.10.29(토)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FTA무역규범과장 최진원(☎:2100-8135)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예외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한·미 FTA에도 위반

되지 않음. 

   - 더구나, 향후 개정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동 대기업 참여 제

한 조치는 국내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외국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기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예외 없이도 처음부터 한·미 FTA 위반 문

제는 발생하지 않음.  

 

2.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기사내용) 

 o “국내 대기업 시스템통합 업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는 한·미 FTA의 투

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o "국내 대기업이 미국인 투자자의 손을 빌려 정부의 방안을 무력화할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실관계) 

 o 한·미 FTA는 한·미 FTA 투자챕터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

과 보상, 이행요건 등)를 투자 유치국이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는 경우에 외국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를 제기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제11.16조). 

 o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의 제한은 정부조달챕터와 관련된 것으

로 한·미 FTA 투자챕터상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미국 투자자는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

1. 최근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한·미 FTA 협정내용 중 투자자-국가분

쟁해결절차(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 한·미 FTA 협정문은 별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공공정책 목

적상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 설정, 개별분야에

서의 정책 권한 확보, 현재유보·미래유보 등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정당

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첨부 :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예시)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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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한∙미 FTA 협정내용 중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첨부 :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 (예시)

1  협정의 적용배제

❒ 공공퇴직제도·법정사회보장제도(제13.1조제3항가호)(330쪽1))

o 공공퇴직제도(예:국민연금) 및 법정사회보장제도(예: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중앙은행·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제13.1조제3항나호)(330쪽)

o 중앙은행(한국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기획재정부 등) 및 국가에 의해 소유

되거나 통제되는 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 국책금융기관(제13장 서한의 “일정 정부 기관”)(360쪽)

o 국책금융기관(총 8개: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보

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 정부제공 공공서비스(제12.1조제6항)(301쪽)

o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소방, 경찰, 교정 서비스 등)

❒ 보조금

o 한·미 FTA에는 보조금 규정 부재(특히, 보조금에 대하여는 투자, 서

비스 관련 의무 적용배제 명시(제11.12조제5항나호, 제12.1조제4항라호)) (269쪽,

301쪽)

❒ 도박 및 베팅 서비스(제12장 서한)(321쪽)

1) 쪽수는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한글본 협정문 기준임.



2  예외

❒ 일반적 예외

o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무역원활화, SPS, TBT(제2~4, 6~9장)에 대해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가 적용됨(제23.1조제1항)(534쪽).

      *공중도덕 보호 조치,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

o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제12,14,15장)에 대해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가 적용됨(제23.1조제2항)(534쪽).

      *공중도덕 보호 조치,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

❒ 필수적 안보(제23.2조)(534~535쪽)

o 우리나라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가 

판단하는” 조치는 협정 전체의 예외임.

※ 분쟁해결절차에서 우리나라가 “필수적 안보” 예외를 원용하면 ISD 중재판정부 

또는 패널이 이를 그대로 인정(제23장각주2)(535쪽)

❒ 비차별적 과세조치(제23.3조)(535~537쪽)

❒ 비차별적 통화·신용·환율정책(제13.10조제2항)(335쪽)

❒ 건전성 조치(제13.10조제1항)(335쪽)

o ① 금융소비자 보호, ② 금융기관 건전성, ③ 금융제도 안전성을 위한

건전성 조치

❒ 우리 외국환거래법 제6조상의 단기세이프가드조치(부속서11-사)(297쪽)

❒ 간접수용 예외(부속서11-나)(291~292쪽)

o 공공복지(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등)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



3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 정부조달

o 학교급식용 식재료 국내산 농산물 우선 구매(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1항)(428쪽)

o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가호)(428쪽)

o MRO(소모성 행정용품) 공급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가호)(428쪽)

o 농수축산물 공공비축제도* 유지(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부속서17-가 제1절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석 제5항)(422쪽)

      * 2005년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제 도입

o 민간투자사업 발주시 중소기업 참여 장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나호)(428쪽)

o 긴급상황시 국산 의약품 우선 구매 등 국민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달 관련 자율성 확보(제17.3조제1항(정부조달협정제23조 준용))(409쪽)

❒ 금융

o 정부지원기관(총 5개: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에 대한 조세 

면제, 채권 보증, 손실 보전 등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유지(현재유보:

부속서III 제1절 12번째 유보)(702쪽)

o 보험회사,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 유지(부록III-가 나호 및 

라호)(687쪽)

o 예금·대출 이자율,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유지(부록III-가 카호)(688쪽)

❒ 공공 서비스

o 정부가 독점을 지정하거나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권한과 공공서비스

요금 승인 권한 유지(제16.2조, 제16.3조 및 제16장각주3)(401~402쪽)



o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권한행사 서비스 민간 이양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권한 유지(미래유보: 부속서II 2번째 유보)(618~619쪽)

❒ 외국인투자 유치

o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투자 설립·인수에 대한 제한조치 채택가능

(미래유보: 부속서II 1번째 유보)(616~617쪽)

❒ 지적재산권

o 의약품 등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 권한 유지(제18.9조제3항)(450쪽)

4  현재유보·미래유보

※ 유보대상의무(총6개)

   o 투자분야(4개): 내국민대우(제11.3조), 최혜국대우(제11.4조), 

이행요건 부과금지(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제한금지(제11.9조)

   o 서비스분야(4개): 내국민대우(제12.2조), 최혜국대우(제12.3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 최소기준대우(제11.5조), 수용 및 보상(제11.6조), 송금(제11.7조) 등은 그 성격상 

유보 대상이 되지 않는 기본적 의무임. 

❒ 투자·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47개 (☞별첨1)

    ※ 현재유보: 협정상 유보대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 

❒ 투자·서비스 분야 미래유보 44개 (☞별첨2)

    ※ 미래유보: 향후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포괄적인 정책 자율권 확보)

❒ 금융분야 현재·미래유보 18개 (☞별첨3) 



별첨1  한국의 투자·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47개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1 S 건설 서비스 LP 사무소 구비 요건 명시

2 S 건설기계 서비스 LP 사무소 구비 요건 명시

3 S 자동차 정비 ․수리· 
판매·폐기·검사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4 S 담배․주류 도소매 MA LP 1) 사무소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5 I 농축산물 NT 1) 쌀 및 보리 재배․투자 금지
2) 육우 사육에 대한 투자제한 명시(50%)

6 S 안경사 MA LP 1)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 1개 업소 설치 요건

7 S 식품․의약품(한약재포함)․
기능성 식품 등의 도소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요건 명시

8 S 의약품 소매(약국) MA LP 1)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 1개 업소 설치 요건

9 S 철도운송 MA 사업자 수 제한 요건 명시

10 S 도로 여객 운송
(택시․노선 버스 제외)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1 S 해운 서비스 

(국제화물운송, 도선업, 

선박투자회사)

NT MA LP 1) 도선업의 적용중인 NT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3) 설립형태 제한 명시(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

12 I 항공운송 NT SMBD 1)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49%)
2) 이사회의 국적제한 명시

13 S,I 항공운송(특수항공) NT SMBD LP 1)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49%)
2) 이사회의 국적제한 명시
3)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14 S 도로운송 서비스

(주차장, 견인 등)

MA LP 1)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15 S 쿠리어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16 S,I 통신 서비스 NT MA LP 1)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2) KT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3)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 명시
4)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7 S 부동산(중개-감평) LP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18 S 의료기기 임대․정비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9 S 자동차 임대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0 S,I 해양조사 및 지도제작 NT 국적에 따른 차별적 절차 요건 명시

21 S 법률서비스 MA LP 1)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2 S 노무사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3 S 변리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4 S 회계․감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5 S 세무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6 S 통관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27 S 산업보건․안전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8 S 엔지니어링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9 S,I 옥외광고물․전광판 PR SMBD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2) 회사 임원 및 프로그램 편성자의 국적 요건 
3) 프로그램의 30%를 (국산) 공공 광고 편성  의무

30 S,I 인력 배치․선원 배치 
서비스

NT MA LP 1)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 한국해양수산원에 의한 선원 교육 독점 규정

31 S 경비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제한 명시

32 S 간행물 유통 NT 외국 간행물의 수입-유통과 관련한 절차적
차별요인 명시
 * 외국산 : 事前 문화부 추천 필요
 * 국내산 : 事後 심사 (필요시)

33 S 항공기 정비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4 S,I 고등교육 NT MA SMBD 1) 이사회 국적 제한 명시

2) 사업 형태 제한 명시
 * 반드시 비영리재단 형태로 사업 영위

35 S,I 성인교육 NT MA 1) 외국인이 영위 가능한 학원의 형태 및 종류 
명시 (성인 대상, 학위 수여 금지)

2) 외국인 강사는 반드시 대졸 이상이어야 함

36 S 직업 훈련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7 S 수의 및 

수산질병관리사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8 S 환경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9 S 공연 서비스 NT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진(promotion)과 관련한 절차적 차별 요인 명시
 * 事前 추천 필요

40 S,I 뉴스통신 서비스 NT SMBD MA LP 1) 외국통신사는 국내통신사(연통)를 경유 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

2) 뉴스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25%)
3)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4) 연합통신 임원에 적용되는 국적제한 명시

41 I 혈액 제재 PR 대한적십자사의 독점 영역임을 명시
42 S,I 정기간행물(신문 제외) NT SMBD MA LP 1)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에 적용 되는 

국적 요건 (한국민만 가능)
2)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50%)
3) 외국 정기간행물의 한국내 지점은, 본국에서 

편집된 내용을 국내에서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확인함 (한국어가 아닌 경우로 한정)

43 S,I 농축산물 유통 NT MA 1) 육류 도매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50%)
2) “가축시장“은 농협 등에서만 개설할 수 있음
3) “공용도매시장“은 지자체에서 개설함을 명시
4) 서비스 chapter의 NT, MA 관련 규정은 WTO 

TRQ 이행을 위한 국내 제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

44 S,I 방송 서비스 NT PR SMBD MA LP 1) 방송 세부사업별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
2) 국산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명시
3)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적요건 명시
4) PP의 간접 투자 제한 완화 약속 명시
5) 1개국 쿼타 관련 제한 완화 약속 명시

45 I 에너지(전력) NT 1)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40%)
2) 국내 총발전 설비용량 중 외국인은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을 명시
3) 전력의 송․배전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50%)

46 I 에너지(가스) NT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 (30%)
47 S,I 스크린 쿼타 PR MA 스크린당 73일임을 명시



별첨2  한국의 투자·서비스분야 미래유보 44개

번호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1 I 외국인 투자 NT PR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 도입 권한 유보

2 I,
S,I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서비스의 민간 이양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다만,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NT 보장

3 I 외국인토지 NT 포괄적 유보

4 S,I 총포․도검 및 화약류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5 S,I 취약집단 (장애인, 소수 
민족 출신 등 사회적 
약자)

NT MFN PR SMBD LP 포괄적 유보

6 S,I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NT LP PR SMBD 포괄적 유보(* 다만, 금융 분야는 적용 
제외)

7 S,I 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

NT MFN LP PR SMBD 포괄적 유보

8 S MA 포괄유보 MA UR GATS 양허표를 기초로, 금번 KORUS 
FTA협상을 통해 신규 양허한 분야를 
제외 하고는 MA의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

9 S,I MFN 포괄 유보 MFN 1) KORUS 발효 전 협정은 MFN 적용 제외
2) KORUS 발효 후 협정에 MFN을 부여
 * 단, 항공․해운․수산 분야는 MFN 제공 

대상에서 제외

10 S,I 방송 서비스 MFN 위성방송 서비스 관련, MFN 포괄 유보

11 S,I 철도운송 서비스 MFN 철도운송 서비스 관련, MFN 포괄 유보

12 S,I 환경 서비스  
(음용수, 생활폐수, 
자연보호 등)

NT PR LP 포괄적 유보
 * 단, 법령상 일부 인정되는 私人간 

계약은 인정

13 S,I 원자력 에너지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14 S,I 에너지 (전력)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단, 부속서 1에 규정된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15 S,I 에너지 (가스)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단, 부속서 1에 규정된 가스공사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16 S,I 농축산물(인삼, 쌀, 
홍삼)

NT PR LP 중개, 도매, 소매 포괄 유보

17 S,I 육상 여객운송
(택시 및 정기 여객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18 S,I 육상 화물운송
(쿠리어 제외)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19 S,I 내륙주운 및 우주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20 S,I 쌀의 저장 및 보관 NT 포괄 유보

21 S,I 우정사업 (비독점 영역) NT 우정사업본부가 누리는 혜택 (공익 활용, 
차량 대수 임의증가 권한) 유보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22 S,I 방송서비스 NT PR SMBD MA LP 다음 사항에 대해 포괄 유보

 1) 매체간 교차 소유
 2) 외국인의제 조항의 강화 권한(PP는 제외)
 3) 이사의 국적 제한
 4) 만화총량제
 5) 외주제작 쿼터 등 다양한 새로운 쿼터 

제도의 도입을 위한 권한
 6) 방송법에 의한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제공 사업에게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7) 외국방송 재송신에 관한 사항
   *재송신 제도를 폐지코자 할 경우 기존의 

PP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필요
23 S,I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NT PR SMBD MA LP 포괄 유보

 * 방송으로 분류되건 통신으로 분류 되건, 
해당 분야에 적용중인 외국인 투자 제한 
수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명시

24 S,I 방송 서비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MFN PR 포괄 유보

25 S,I 방송 서비스 
(국산 영상물 인정 기준)

NT PR 포괄 유보

26 S,I 부동산 서비스
(중개-감평 제외 부동산)

NT PR LP 포괄 유보

27 S,I 지급 불능 및 구조조정
(법정 관리) 서비스

NT SMBD LP 포괄 유보

28 S,I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

NT MFN PR LP 포괄 유보
 * 국산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질 때 활용 가능한 
유보안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오디오․비디오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도입 가능

29 S,I 지적측량 및 관련 
지도제작

NT 포괄 유보

30 S,I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등급판정

NT LP 포괄 유보

31 S,I 농업․수렵․임업․
어업 부수 서비스

NT PR SMBD LP 포괄 유보
 * 인공수정, 유전적 개량, 벼 및 보리의 
도정, 미곡 종합 처리장 관련 활동 등

32 I 어업 NT 포괄 유보

33 S,I 신문 발행 및 배포 NT SMBD LP 포괄 유보
34 S,I 교육 서비스

(유아, 초-중등, 고등, 기타)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35 S,I 보건의료 서비스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 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설립 가능한 영리 병원 예외

36 S,I 영화 서비스  
(스크린쿼터를 제외한 
여타 사항)

NT MFN PR LP 영화의 진흥(promotion), 광고, 후반제작 
등에 대해 포괄 유보

37 S,I 문화재 보호 NT PR SMBD LP 포괄 유보
38 I 농어촌 관광 NT 포괄 유보
39 S,I 법률 - 외국법 자문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0 S,I 회계 - 외국 
공인회계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1 S,I 세무 - 외국 세무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2 S 전략물자 NT LP 포괄 유보

43 I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 NT PR SMBD 포괄 유보

44 S,I 해운 - cabotage, 해상 
여객 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별첨3  한국의 금융분야 현재·미래유보 18개   

번 호 성격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1 현재 보험 MA  1)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장소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2)보험판매 창구 수 등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하고, 
단일 보험업자에 의한 보험상품의 은행판매 비율에 대해 제한 

2 현재 보험 CBT  “강제적인” 보험 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음.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3 현재 은행·기타 NT  1)외국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한국의 상업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10% 초과 
보유 가능

 2)-금융위는 소유권 승인여부에 대한 추가적 승인기준 적용
-자연인은 지분 10% 초과 보유 불가
-주요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비금융기관은 지분 4% 
초과 보유 불가. 단, 의결권 행사 능력 포기시 10%까지 가능

4 현재 은행·기타 NT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에 대한 개별 인가 요구조건 명시
  *단,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인가 불요

5 현재 은행·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선물시장 운용 가능

6 현재 은행·기타 MA  증권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비상장 증권의 
예탁자 또는 증권회사 계정 간 증권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 가능

7 현재 은행·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만이 증권·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결제 업무 수행 가능

8 현재 은행·기타 CBT  한국 거주자·금융기관·외국기관지점은 한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역외 선물, 옵션, 특정 선도계약 체결 가능

9 현재 은행·기타 NT  1)외국은행·증권회사 지점의 영업기금 유지 의무
 2)외국 지점은 그 본점과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

10 현재 은행·기타 MA  외국금융기관 지점은 다음 업무 수행 불가
  1)신용협동조합
  2)상호저축은행
  3)여신전문금융회사
  4)종합금융회사
  5)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6)신용정보회사
  7)일반펀드사무관리회사
  8)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9)채권평가회사

11 현재 은행·기타 MA  국내에서 일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 가능

12 현재 은행·기타 NT  정부지원기관(산은, 기은,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에 대해 
채권보증, 손실 보전, 조세 면제 등 특별대우 부여 가능

13 현재 은행·기타 SMBD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 국민이어야 함.

14 현재 은행·기타 NT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 보유 금융기관 수 제한 가능

15 현재 은행·기타 MA  원화 현물환거래의 은행간 중개업은 기존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

16 미래 보험 CBT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 구매 의무 충족 여부 결정시 
외국에서 공급된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을 권리 유보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17 미래 은행·기타 NT  정부 소유·지배 기관을 민영화 할 경우, 계속적 보증 및 

한시적 추가 보증을 채택할 포괄적 권리 유보
18 미래 은행·기타 NT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 유보

  

※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MA:시장접근, CBT:국경간 무역,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 목 : 한·미 통상장관,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

스·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

1. 2011.10.3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론 커크(Ron Kirk) 미무역대

표와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에 각각 

합의하는 내용의 2개 서한을 서명·교환하였다. 

2. 지난 6.3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우리 국회의 심

의과정에서 한·미 FTA가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분야, 그리고 서비스·투자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적 틀

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미측과 협의하여 “중소기업 작

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정부

간 서한교환 형식을 통해 합의하게 된 것이다.

3.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각각 양국 정부대표로 구

성하며, 첫 번째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회의를 개최(양국간 합의시 수시 회의 개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

리 정부의 구체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중소기업 작업반) 정부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에 비추어, 협정 발효 후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국내 중소

기업 관련 정책의 시행 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동 작업반을 

통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필요한 경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

임(중소기업 작업반은 우리가 맺은 FTA중 최초로 설치).

   - 작업반 활동 결과는 첫 회의 개최 후 1년내 정책 권고와 함께 공동위

원회에 보고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81호   배포일시 : 2011.10.31(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김영무 (☎:2100-8120)  



 ㅇ (서비스·투자 위원회) 정부는 한·미 FTA의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

원회에 추가하여, 새로 설치되는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임. 또한, 최근 국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포함,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제기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도록 할 것임. 정부는 또한 꾸준히 증가추세인 우

리의 대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현지 투자활동에 애로사항 해

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서 활용할 예정임.
     

   ※ 동 위원회에서는 협정 제11장(투자),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제14장(통

신) 관련 사안을 다룸.(제13장 금융문제는 기설치된 금융위원회에서 다룸)

4. 정부는 양국 통상장관간 금번 합의된 두 분야의 협의채널을  통하여, 한·

미 FTA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이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인 만큼,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 절차를 조

속히 마무리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첨부 : 한·미 FTA 관련 중소기업/서비스·투자 분야 서한교환 참고자료

      - 추진 배경 및 경위, 각 서한교환 주요 내용, 의의 및 향후 계획(안)

      - 서한(비공식 한글 번역본 및 영어본) 및 서한개요 요약표

      -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 중소기업의 경제비중, 한미간 서비스·투자 

교역 현황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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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31

외 교 통 상 부

(통상교섭본부)



Ⅰ. 추진 배경 및 경위

❒ 6.3 우리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

정에서 한․미 FTA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분야 및 서비스·투자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

❒ 정부는 중소기업 분야 및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국내적 논의 동

향을 고려, 미측과 협의를 진행한 바, 미측은 협정내용의 수정을 수반

하는 논의에 난색 표명 

❒ 양측은 협정 발효후 중소기업 분야 및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제기사항

을 양국간에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작업반” 및 “서비

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

ㅇ 10.30(일) 한·미 통상장관간 서한 교환 형식으로 합의 

Ⅱ. 서한교환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한미 양국은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 첫 회의 개최 후 1년 내에 활동

결과를 권고(recommendations)와 함께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보고

❒ 중소기업 작업반은 아래 기능을 수행

① 협정 이행이 중소기업의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② 협정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이득을 중소기업이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개발

③ 협정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④ 그 밖에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 관련 사안을 검토



❒ 동 작업반은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제1차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개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수시

회의도 개최 가능)

2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 한미 양국은 한·미 FTA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에 합의

ㅇ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서비스·투자 위원회와 공

동위원회의 이중 장치를 통해 보다 신중한 협정 이행 도모

     ※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협정상 설치규정이 이미 존재(한·미 FTA 부속서 13-다)

❒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아래 기능을 수행

① 협정 제11장(투자),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제14장(통신)의 이행과 집

행을 점검·감독

②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개선 방안을 모색·개발

③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기

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④ 동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안을 검토

❒ 동 위원회는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제1차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

일 이내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개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수

시 회의도 개최 가능)



Ⅲ. 의의 및 향후 계획(안)

1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중 최초로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한·미 FTA 이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들을 보

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협의 채널 설치

ㅇ 국내 생산의 50%,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한·미 

FTA의 영향 평가와 이에 기초한 대처방안 협의통로 마련 

      ※ 우리 중소기업의 경제비중 (상세 별첨) 

        - 사업체수 99.9%, 고용 87.7%, 제조업 생산 50.5%, 수출 33%

❒ FTA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FTA 혜택을 많이 가져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협의

      ※ 6.23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총 14개 단체)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

ㅇ 우리 중소기업의 협정 활용과정에 겪는 애로사항들을 조사하여, 중소

기업 작업반에서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 추진

☞ 중소기업 관련 국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작업반에서 논의·해결 모색

❒ 우리 중소기업 관련 국내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통

한 해결방안 모색

ㅇ 특히, 국내에서 우려가 높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도 중소기업 작

업반의 논의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의 범위는 각자 국내 법령과 기준에 따르기로 각주에서 규정 (별첨)

❒ 양국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

할 수 있는 정책 협의채널로 활용



☞ 공동위원회에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결과지향적인 활동 모색

❒ 동 작업반은 첫 회의(발효후 90일내) 개최 후 1년 내에 작업반 활동 

결과와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ㅇ 작업반 활동결과 보고서와 중소기업 관련 권고(recommendations)의

작성과정에 우리측 관심사항과 제기사항을 반영하여, 협정 이행과정

에 우리 중소기업의 이익 증진 도모

❒ 동 작업반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결과 지향적인 활동 모색

2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 미국의 기체결 FTA(14개)중 서비스·투자 분야 논의를 위해 별도

위원회가 설치되는 협정은 한·미 FTA가 유일

❒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에 추가하여,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실무적 협의 메커니

즘 설치 (발효후 90일내 첫 회의 소집)

☞ 서비스·투자 분야 이행상의 문제점 해소 모색

❒ 서비스·투자 분야의 이행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결과 지향적인 구

체적 활동 수행)

❒ 동 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 협의 

    ※ 서비스·투자 협정 이행 관련, 어느 한 쪽이 제기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논

의하는 것은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중 하나

ㅇ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ㅇ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해 미 행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 요청

☞ 미국내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채널로 활용

❒ 꾸준히 증가추세인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현지 

투자활동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 활용 



참고 1참고 1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1. 서한(우리측 제안 및 미측 회답) 한글본 및 영어본

  2. 서한 개요 요약표 

  3.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 

  4. 중소기업의 경제비중 



11   서한 (우리측 제안 및 미측 회답)  한글본 및 영어본

< 비공식 번역 한글본 : 우리측 제안 >

론 커크  2011년 10월 30일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커크 대사 귀하,

“중·소규모 기업”(중소기업)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양

국 경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우

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된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중소기업1)에 의한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2) 중소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의 이

득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하고, (3)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

고, (4) 이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

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이 작업반은 공동

위원회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

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작업반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그 첫 번째 회

의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권고와 함께 그 작업반의 

활동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종 훈

1)  이 작업반의 목적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 규정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상에 그렇게 정의

되거나 취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한다. 



< 비공식 번역 한글본 : 미측 회신 >

김종훈 2011년 10월 30일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

니다.

“중·소규모 기업”(중소기업)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양국 경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

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

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시에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된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중소기업1)에 의한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2) 중소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창출되는 경

제적 기회의 이득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하고, (3) 이 협정의 규

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

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에 관

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

구 및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이 작업반은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작업반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것

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이 작업반

은 그 첫 번째 회의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권고와 함께 그 작업반의 활동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서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론 커크

1)  이 작업반의 목적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 규정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상에 그렇게 정의

되거나 취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한다. 



< 영어본 : 우리측 제안 >



< 영어본 : 미측 회신 >





22   서한 개요 요약표

구 분 내 용

합의 형식 - 서한교환

합의 내용 - 중소기업 작업반(Working Group on SMEs) 설치

회의 개최

- 1차 회의는 협정발효 후 90일 이내 개최

- 이후 매년 개최

-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수시 개최도 가능

운영 방식
- 한·미 FT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의해 감독

- 한·미 FTA 제22.2조의 규정 적용

작업반 구성 - 양국 정부 공무원

작업 내용

① 한·미 FTA의 이행이 중소기업에 의한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② 한·미 FTA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의 이득을 

중소기업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

 ③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④ 이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

향후 작업계획
- 1차 회의로부터 1년 이내에, 작업반의 활동 결과를 

권고와 함께 공동위원회에 제출

중소기업의 

범위

(각주 내용)

- 중소기업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련 법, 규정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상에 그렇게 정의되거나 취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



33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

해당업종 한 국 미 국

제조업

o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o 500인 이하(전체 업종의 75%)

 - 섬유, 화학, 금속, 운송기기제작 등 

일부 업종은 750~1,000인 이하

광업
o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o 500인 이하

도매업
o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o 100인 이하

소매업

o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o 대부분 매출액 7백만불 이하

  - super markets and grocery stores 

: 30백만불

건설업

o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o 매출액 33.5백만불 이하

 - 철근, 골재, 석재 등 일부 업종은 

14백만불

운수업

o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o 승객운수: 매출액 7백만불 이하

 - 트럭운수: 매출액 25.5백만불

 - 항공․철도 운수: 1,500인, 

해상운수: 500인

농업, 임업

 및 어업

o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o 농업(축산업 포함) : 매출액 0.75백만불 

이하

 - 임업 : 매출액 7백만불

 - 어업 : 매출액 4백만불

서비스업

o 50~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300억원 이하

  (업종에 따라 상이)

o 대부분 매출액 7백만불 이하 

  (업종에 따라 상이)

《자료 출처》

o 한국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

이 되는 중소기업 기준

o 미국 : 연방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지원가능한 중소기업 기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10.11월)



44   중소기업의 경제 비중 (2011.5월,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09)

(단위 : 개, %)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수 3,069,400 2,916 3,066,484 (2,685,856) 99.9

종사자수 13,398,497 1,647,475 11,751,022 (5,217,922) 87.7

○ 제조업(종사자 5인이상) (2009)
(단위 : 개, 명, 억원, %)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수 111,722 596 111,126 99.5

종사자수 2,798,297 647,846 2,150,451 76.8

생산액 11,678,402 6,119,855 5,558,547 47.6

부가가치 3,926,600 1,944,638 1,944,638 50.5

○ 서비스 (2005)

(단위 : 개, 명, 억원, %)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수 2,112,535 3,246 2,109,289 (1,860,210) 99.8

종사자수 6,904,504 628,258 6,276,246 (3,445,142) 90.9

매출액 7,837,007 1,635,125 6,201,882 (1,908,845) 79.1

부가가치 2,252,189 409,199 1,842,991 (720,227) 81.8

□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비중

(단위 : 억불, %)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042 32.0% 1,136 30.6% 1,305 30.9% 1,173 32.3% 1,539 33.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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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한 (우리측 제안 및 미측 회답)  한글본 및 영어본

< 비공식 번역 한글본 : 우리측 제안 >

론 커크  2011년 10월 30일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커크 대사 귀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간의 전반적인 경제관계에서 서비스 무역과 투자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자

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

이 된다.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한·미 자

유무역협정의 이행의 감독을 도와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1)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1장,

제12장 및 제14장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감독하고, (2)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들 분

야에서 이행되는 방식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하고, (3) 이들 분야에

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

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2.2

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것

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종 훈



< 비공식 번역 한글본 : 미측 회신 >

김종훈 2011년 10월 30일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

는 바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간의 전반적인 경제관계에서 서비스 무역과 

투자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

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서비

스 및 투자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의 감독을 도와주는 중요한 메

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1)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

11장, 제12장 및 제14장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감독하고, (2) 한·미 자유무역협

정이 이들 분야에서 이행되는 방식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하

고, (3) 이들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

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

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독

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

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의를 개

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

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서한

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론 커크



< 영어본 : 우리측 제안 >



< 영어본 : 미측 회신 >



22    서한 개요 요약표 

구 분 내 용

합의 형식 - 서한교환

합의 내용
- 서비스·투자 위원회(Committee on Services and Investment)  

  설치   

회의 개최

- 1차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 개최

- 이후 매년 개최

-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수시 개최도 가능

운영 방식
- 한·미 FT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의해 감독

- 한·미 FTA 제22.2조의 규정 적용

작업반 구성 - 양국 정부 공무원

작업 내용

①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한·미 FTA 제11장, 제12장 

및 제14장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감독

 ② 한·미 FTA가 이들 분야에서 이행되는 방식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

 ③ 이 들 분야에서 한·미 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④ 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



33   한․미간 서비스·투자 교역 현황 

 1. 한․미 서비스 교역 현황
(단위: 억불, %)

구  분 00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 교역액 213.8 286.2 334.3 390.8 386.3 340.8

전체 교역에서 
서비스 비중

  25%   29%   31%   32%   32%  34%

* 출처: 한국은행

 2. 한·미 투자 현황 

q 금년 6월 이후 우리의 대미 투자 규모가 대미 투자유치 규모를 상회 (누적

기준, 미→한 449억불, 한→미 534억불)

(단위: 억불, %)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6

누계

미 → 한

(비중)

38.8 26.9 17.0 23.4 13.3 14.9 19.7 11.1 448.9

(34.4) (23.3) (15.2) (22.3) (11.3) (12.9) (15.1) (20.7) (25.1)

한 → 미

(비중)

19.2 14.4 21.8 44.2 62.4 39.4 50.5 125.8 533.8

(29.4) (14.7) (11.3) (14.7) (20.0) (12.7) (14.4) (46.8) (19.9)

※ 대한국투자는 1962~2011.6월간, 대미국투자 누계기간은 1968~2011.6월간
* 출처: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비중은 전세계 규모 대비(신고기준)

 3. 한국의 업종별 대미투자 (2010 누계)
(단위: 억불, %)

업 종 제조 도소매
농·임업·

어업·광업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
통신

숙박

음식점
건설 운수

여가관련

서비스

금 액 113.3 107.3 39.6 39.1 26.2 20.0 10.2 7.1 6.4 4.31

비 중 27.5 26.0 9.6 9.5 6.4 4.9 2.5 1.7 1.6 1.0

*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비중 : 대미투자 2010 총 누계금액(412억불) 대비

 4. 미국의 업종별 대한투자 (2010 누계)
(단위: 억불, %)

업  종 서비스 제조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농·축·수산·광업

금 액 268.8 132.9 35.5 0.7

비 중 61.4 30.3 8.1 0.2

* 출처: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제 목 :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 4개 … ‘미국법 이식’ 

” 한겨레신문 기사(11.2)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4개 … ‘미국법 이식’” 제하 11.1

(화) 한겨레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다수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해야 할 한국법은 23개인 반면 미국법은 4개

(기사내용)

❒ “한-미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자동차법에서부터 우편법, 의약법, 저작권

법, 공정거래법, 행정절차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23개의 법률를 개정해야 하

지만 미국이 바꾸는 법률은 관세법·무역법 등 4개뿐이다.”

 (사실관계)

❒ 우리법 체계와 미국법 체계의 차이로 도외시한 단순 개수 비교는 부적

절

  ◦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해 4개 기존 법률의 8개 항목을 개정

하고 6개 항목에 걸친 입법 사항을 새로 제정

※ 미국은 법을 제·개정할 때 하나의 법에서 다수의 개정·제정사항을 포괄하는 방식

을 채택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93호   배포일시 : 2011.11.2(수)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2. 우리의 일방적 의무규정이 과다하다는 지적

(기사내용) 

❒ “실제로 한쪽의 의무만 규정한 조항(shall)의 경우, 우리 쪽 의무규정 수

가 미국의 8배나 된다.”

(사실관계) 

❒ 해당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shall을 계산

하는 것은 부적절

  ◦ 이는 유보리스트, 이행의무 유예사항 등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규정

이 “Korea shall”로 시작함에도 ”shall“을 단순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간주한 결과

① 유보리스트, 이행의무 유보 등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한 규정인데도 shall이 들어

간 경우

- 서비스 유보리스트: 우리가 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보리스트에 우리는 91개, 미국은 18개의 shall을 계산

- 우리가 발효후 시차를 두고 이행하는 유예 사항(단계적 개방)은 협상 결과로 

획득한 것임에도 불구, 단순한 의무 사항으로 계산

- 양허표상 수입쿼터(TRQ)관련 부록: 미국은 시장개방 보완 수단으로 TRQ를 1개 

품목에만 설정한 반면, 우리는 16개 TRQ 품목에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오히려

이를 “Korea shall”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불리한 의무사항으로 계산

② 구속적이 아닌 표현인데도 의무사항으로 해석: 가령, “shall endeavor”나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같은 비구속적 사항도 개수 계산에 포함

3. 역진방지(ratchet) 규정 문제

(기사내용) 

❒ “특히 래칫조항(ratchet·역진방지)탓에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있어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되돌릴 수는 

없다.”



(사실관계)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래칫조항’은 서비스·투자 분야의 일부인 ‘현재

유보(부속서 I)’에 규정된 조치에만 적용되는 것임.

❒ 동 조항은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FTA 등 국내외 다수 협정의 서비

스 및 투자 분야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 개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

고 서비스의 점진적 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공공 서비스 등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운용과정에서 규제가 강

화될 수 있는 분야는 부속서 II(미래유보)에 기재하여, 우리 정부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규제를 도입·강화가 가능(미래 유보에는 ‘래칫조항’이 비

적용)

  ※ 미래유보: 보건·사회서비스, 방송 등 시청각분야, 전기·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초-중등 교육 및 성인교육 등 44개 분야

4. 우편 서비스/우체국 보험 개방

(기사내용)

❒ “한-미 협정에 따라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우편법이 개정됨으로써 우편사업은 국가 독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된다. … 모든 국제서류 배달서비스가 민간에 개방될 뿐만 아

니라, 중량이 350ｇ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통상요금의 10배가 넘는 경

우에도 민간이 송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사실관계) 

❒ 현행 우편법상 우정당국의 신서독점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상황인바, 이미 국내 각종 택배회사, 퀵서비스 및 DHL, UPS 등 다

국적 특급배달업체들이 수년전부터 서류송달 업무를 영위중임.

  ◦ 우정사업본부측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그간 개정을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2003년 DDA 1차 양허안에 "특급배달" 업종을 신규 양허하고, 

한-EU FTA에서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 포함



❒ 따라서, 국회에 계류중인 우편법 개정안은 “한-미 FTA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임.

(기사내용) 

❒ “민영보험에 길을 터주고자 우체국보험을 강력히 견제하는 장치도 마

련된다. 이와 관련해 개정되는 법률이 우체국예금보험법이다. 우선 규

제 감독권이 지식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옮겨져 우체국보험이 

민영보험과 동등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사실관계) 

❒ 한·미 FTA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정부기관임을 확

인하여, 금융챕터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지경부 우정사업본부는 발효 

후에도 우체국 보험에 대한 규제 권한을 계속 보유함.

  ◦ 단,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감독 강화

를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발효 후 2년간 유예된 사항임.

5. 지재권 집행 강화

(기사내용)

❒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

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 탓이다.”

(사실관계) 

❒ 상기 사항에 대한 국내제도는 변동이 없으며, 현행 민사집행법으로 이

행 가능한 사항임. 

  ◦ 한·미 FTA 제18.10조제17항은 일방적 잠정조치 요청에 대해 신속하

게 대응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한·미 FTA로 인해 가처분 등의 결

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

(기사내용) 



❒ “한미 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도입해, 권

리자의 고소 없이도 세관원과 검사들이 지적재산권 집행을 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관계) 

❒ 한·미 FTA 제18.10조제22항은 상표권·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고

소 없이 직권으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

법 제235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

(기사내용) 

❒ “미국 아메리칸대학이 공개한 지적재산권 보고서는 최근 미국 의회가 승인

한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한·미 FTA에서는 영

화관에서의 불법녹화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 OECD 국가인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나 파나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

화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며, 우리 영화의 지재권 보호도 긴요함.

❒ 한·미 FTA 제18.10조제29항은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

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함.

  ◦ 제작 비용이 막대한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영화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

6.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기사내용) 

❒ “복제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특허권자한테 이를 통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실관계) 

❒ 동 통지는 식약청장이 아닌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함. 별도

의 임상실험없이 기존 특허권자의 자료를 사용하여 복제약 시판 허가를 

신청한 자가 원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것임.

(기사내용) 

❒ “결과적으로 싼값의 복제약 출시가 늦어져 국내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실관계) 

❒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 동 제도는 모든 복제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복제약의 시판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

❒ 호주의 경우, 미·호주 FTA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기시행중이나 호

주내 복제약 출시지연 또는 약가상승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음.

(기사내용) 

❒ “세계에서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다.” 

(사실관계)

❒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특허 신약

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국내 제약업계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제도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

으므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님. 



7. 동의의결제 도입

(기사내용) 

❒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동의의결제’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도 미

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관계) 

❒ 동 제도는 한·미 FTA와는 별개로 2005년부터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의 선

진화와 기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온 제도임. 

❒ 동 제도는 현행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방식에 비해 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 ②사건 조사·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 경

감, ③가격인하 등 소비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보상 가능 등의 이유로 주요 

국가에서 대부분 도입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그 도입을 반기고 있는 제도

임.

   ※ 일본(1959년), EU(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국가에도 보편화

8. 자동차 세수 감소

(기사내용) 

❒ “한·미 FTA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은 미

국 업체에 돌아가며,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 5년간 총 3조 8189억원의 

세수가 감소”

(사실관계)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성장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

로 연평균 5.4조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국내 소비자

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사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기준도 미국 잣대에 맞춰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정하게 돼 있는 초저배출 차량 기준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규정집보다 더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미 협정에서 명

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1.바」에서 규정되어 있음. 

  ◦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

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배

출가스 기준을 캘리포니아주가 정하는 것은 아님.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목 :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제하 11.2

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언급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 제기 쟁점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제하 11.2일자 경향신문에 보

도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5대 쟁점 보고회 내용중 “영리병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서울시와 경기도 학교급식” 등 일부 쟁점 사항

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급되지 않은 쟁점 사항의 경우, 정부 입장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도

로 기술하지 않았음.)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기사내용)

  o “한·미 FT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세계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만

들어진 협정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하지

만 한·미 FTA에는 이러한 사정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o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당시부터 금융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금

융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인식·제기하여 다양한 

안전장치를 협정문에 반영하였음.

   - 금융시장의 안전성 제고,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포

함하는 금융 건전성 정책을 협정의 예외로 확보하고,

   -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 상황을 감안, 외환위기 발생시 우리 외국환거

래법상의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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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건전성 조

치를 비롯하여 금융 시장 교란 방지 및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음. 

2. 한·미 FTA의 양국 내 법적 지위

 (기사내용)

  o “한·미 FTA는 한국에선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면 국내법의 지위를 부

여받는다. 하지만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을 보면, 미국은 이 협정

이 미 국내법보다 후순위라는 게 명시돼 있다.”

 (사실관계)

  o 이미 우리부 보도자료(8.12, 10.5) 등을 통해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한·미 FTA를 양국의 국내법 체제로 수용하는 방식상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

법적 의무(협정문 제1.3조)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o 조약,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제에 수용하는 방법은 나라마다다를 

뿐, 이를 서열관계로 보는 접근은 옳지 않음.

3.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기사내용 : 약사법 개정안에 시판방지조치 관련 사항 누락)

  o “약사법 개정안은 첫 번째 단계만 들어가 있고 3년 유예된 시판허가 

금지에 대한 정부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o 의약품 시판방지조치(협정 제18.9조제5항나호)는 2012.12월 추가협상 결

과에 따라 협정 발효 후 3년 이후부터 적용될 사안이므로 금번 약사

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3년 유예기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기사내용 : 값싼 복제약 이용 기회 감소)

  o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들이 보다 싼값에 효과있는 복제

약을 이용할 기회가 줄어든다.” 



 (사실관계)

  o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단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복제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그 중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부 복제약의 

시판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적용됨. 

  o 미국과의 FTA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호주

의 사례를 보더라도, 복제약 출시지연 또는 약가상승이 거의 발생하

지 않았음. 

 (기사내용: 허가·특허 연계제도 비용 추계)

  o “2007년에 했던 경제적 성과 분석이 그대로 제출됐다. 추계방법도 과

학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변수도 잘못 설정했다.”

 (사실관계)

  o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2011년 8월 다시 실시하

여 제출하였으며, 추계방법 및 변수 설정 등 합리적인 분석 방법을 

설정하였음.

4.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기사내용)

  o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단서조항은 바뀌거나 삭제돼야 한다.”

 (사실관계)

  o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에도 불구, 어려운 협상

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

원회」를 가동,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지정을 통한 

특례 원산지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합의

   - 향후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무역지대를 추후 역외가공지대



로 인정 가능

  o 미국의 현행 대북제재 정책상 북한산 제품의 미국 수입은 미 재무

부의 허가제로 운영되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나, 동 대북

제재 정책으로 인해 향후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님. 

5. 영리병원

 (기사내용)

  o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6군데 있는데 영리병원이 고착화되면 문제

가 생겨도 영리병원제도 자체의 취소가 불가능하다.” 

 (사실관계)

  o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지역

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영리병

원 허용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임. 영리병원 제도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님.  

  o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제도는 우리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함께 검토해야할 사안임. 

  o 영리병원 제도 폐지 여부는 우리의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연속성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며, 신중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동 정책 추진시의 국가적 비

용,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 국민 혼란 등의 측면에서 심도 깊은 고려 

필요

  o 아울러 의료법, 약사법 등의 국내 법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의료 영

리법인에 대한 감독·규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 영리법인의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



6.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교급식

 (기사내용) 

  o “한·미 FTA는 지자체의 경비지원으로 시행되는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

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사실관계) 

  o 한·미 FTA 정부조달 의무는 양허표에 기재된 기관의 조달행위만 적

용되는 것이므로,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한·미 FTA 정부조달상의 내국민 대우 의무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

음. 

  o 아울러, 양허표에 기재된 중앙정부기관에 대해서도 학교급식 분야는 정

부조달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하였으므로, 한·미 FTA가 발효

되어도 우리 농산물을 우대하는 학교급식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

함. 

 

7. 상충법률

 (기사내용) 

  o “정부가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가 한·미 FTA와 상충하는지 파

악하지 못하다.”

 (사실관계) 

  o 현재 국회 각 소관 상임위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개정법

률이 심의중임. 우리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개정

법률 입법이 마무리 되는대로 하위법령 정비작업을 본격 진행할 예

정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목 : “한·미 FTA 국내 방송시장도 뒤흔든다” 제하 11.2일자 한

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

“한·미 FTA 국내 방송시장도 뒤흔든다” 제하 11.2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한·미 FTA로 인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이 사실상 완전 개방되는 등 

국내 방송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보도했으나,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보완대책을 이미 마련, 추진중에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

니다. 

 (기사내용)

  o “한미 FTA 비준안 통과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이 사실상 완

전 개방되어 중소 PP들은 존립의 위협을 받는다.”

 (사실관계)

  o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① 중소 PP 대상의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②우수 방송프로

그램의 제작·공급기반 구축, ③디지털 유료방송 유통시스템 구축, ④운용

채널의 개별 PP편성 의무화, ⑤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중임.

  o 아울러, 영화·애니메이션 사업의 지원을 위해 ①애니메이션 총량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②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등을 추진 중에 있음.

  o 한미 FTA로 인해 PP(보도·종편·홈쇼핑 PP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가 100%까지 허용되고, 비지상파(SO·PP·위성방송 등)의 국내물 

방송프로그램 편성쿼터가 일부 완화됨으로써 중소 PP 또는 독립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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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o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추진 중인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국

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오히려 경쟁력 향상

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별첨자료 참조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참고자료]

한-미 FTA 비준 관련 국내 방송산업 대책 

 국내 방송서비스 분야 개방 개요

 ① 외국인 투자지분

  o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폐지(100% 허용, 발효일부터 3년후 적

용)

   
   - 단, 종합편성 PP, 보도전문 PP 및 홈쇼핑 PP 분야는 현행 유지

* 외국자본이 49%를 초과하는 국내법인에 대한 외국인 의제규정(방송법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을 PP에 한해 적용하지 않음

< PP 분야 소유제한 규정 (00% 초과 금지, ‘09.7월 개정) >

소유주체
소유대상

1인 지분 일간신문뉴스통신대기업(10조원이상) 외국자본
기존 현행 기존 현행 기존 현행 기존 현행

종합편성 PP 30% 40% 금지 30% 금지 30% 금지 20%
보도전문 PP 30% 40% 금지 30% 금지 30% 금지 10%
일반 PP - - - - - - 49% 49%

< TV PP 현황 (265개, ‘11.10월 현재) >

구 분 주요 채널 (예시)

승인 PP (12개)

종합편성(4개) : TV조선, jTBC, 채널A, MBN
보도전문(2개) : YTN, NEWS Y
홈쇼핑(6개) :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쇼핑원
등록 PP (253개) 아리랑 TV, 기독교 텔레비전, 바둑TV, OCN 등

 ② 방송프로그램 국내 쿼터

  o 비지상파(SO·PP·위성방송 등)에 적용되는 영화･애니메이션 국내

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5%P 하향 조정

   - 영화: 현행 25%→ 발효시 20%, 애니메이션: 현행 35%→ 발효시30%

  o 1개 국가 편성비율 20%P 상향 조정(현행 60% → 발효시 80%)



 국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①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폐지에 따른 영향

  - 외국인 자본이 유입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양질

의 방송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고,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참여로 시

청자들은 방송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

  - 다만, 외국인의 국내 진출에 따라 중소 PP 또는 독립제작사 등의 경

우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② 방송프로그램 국내물 편성쿼터 축소에 따른 영향

   - 국내물 편성쿼터 축소에 따라 외국물의 수입이 확대되고, 중소 

PP 또는 독립제작사 등의 경우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한-미 FTA에 따른 방송분야 이행법령 정비 사항

 ① 외국인 투자지분 : 방송법(제14조) 및 법령정비 추진(발효후 3년내 개정)

 ② 방송쿼터 : 방송법시행령･편성고시 개정(입법예고 부처협의중)

※ 방송법시행령 : 1개국 편성쿼터 상향(20%P) 조정(60% 이내 → 80% 이내)

※ 편성고시 : SO PP 위성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하향(5%P)

 한-미 FTA에 따른 보완대책

 □ PP 경쟁력 제고

  ① 한-미 FTA 체결후 시장변화에 대비하고 뉴미디어 확산과 방송

의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 

PP 대상의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

   - 방송콘텐츠 제작업체가 방송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제작, 편집, 송출, 유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센터로 

구축



< 일반 현황 >

• 조성부지 : 한류월드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재)

• 조성규모 : 부지 10,702㎡, 연면적 56,491㎡, 지상 20층 지하 4층

• 주요시설 : 스튜디오 (대형1, 중형1, 소형4), 중계차 1, 편집실 16, 송출․유통실 등

• 총사업비 : 3년간(‘10～’12년) 2,276억원(방통위 1,104억, 문화부 1,172억)

  ② 디지털 방송환경에 적합한 우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컨소시엄 기반의 대형기획 프로그램, K-POP공연･TV애니메이

션･TV영화 등 신한류 아이템 및 3D, 공공분야 콘텐츠 제작 지

원

< 지원센터 및 제작지원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안) ’13년(안) 계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기금) 346 389 407 1,142

프로그램 제작지원(기금) 180 180 200 560

  ③ 콘텐츠 제작비 절감 및 방송사업자 부가수익 창출을 위해 방송

콘텐츠 영상자료를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 구축

   - PP 등 영세 방송콘텐츠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콘텐츠를 보존, 유

통할 수 있는 디지털 유료방송 유통 시스템(DDS,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System)을 활성화(‘09~’10년 5.5억원, ’11년 1.5억원)

  ④ 개별 PP의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운용채널의 개별 PP 

편성을 의무화('11년말 시행령 개정 추진)

   - 아날로그 운용채널의 20%(예시, 74개 기준 14개 채널)를 개별 PP로 편

성

※ SO 채널운용 : 의무채널 18개(공공 3, 공익 3, 종교 3, 재송신 2, 종편 4, 보도 2,
지역 1) + 지상파 3, 홈쇼핑 6 등

⑤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콘텐츠 제값받기 지원을 

위해 SO가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을 개

선

    - SO 재허가 시, 연간 방송수신료 수입의 25% 이상을 PP 프로그



램 공급대가로 지급하도록 조건 부여(’08.11월～’10.12월, 총 94개 SO에 모두

부과)

    - VOD, 유료채널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 검

토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

’07년 ’08년 ’09년 ’10년

17.0% (1,850억원) 21.5% (2,325억원) 25.2% (2,857억원) 26.0% (3,009억원)

 

□ 영화․애니메이션 지원

  ① 지상파 방송사에 적용 중인 애니메이션 총량제(지상파 3사 1%, EBS

0.3% 의무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를 종편 PP, 애니메이션 PP, 어린이 

PP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허원제 의원, ’09.7.1) 국회 논의 중

※ 종편 PP, 애니메이션 PP, 어린이 PP에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의무를 0.3% 부과시
연간 약 315편의 신규 애니메이션 수요 추가창출로 연간 약 30억원의 매출발생 예상

  ② 해외 신규시장 및 수요 발굴을 통한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영화 콘텐트 수출 확대를 위해 남미･러시아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중국과 영화 공동제작협정 등을 추진(문광부 공동)





제 목 :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제하의 한겨레신문 기사(11.5) 관련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제

하 11.5(토)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는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부분

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미국 이행법 관련

 (기사내용) 

 o “(미국) 이행법에 포함되지 않는 협정의 내용은 그래서 미국에서 효력

을 갖지 못한다. 한-미 협정보다 미국 법이 우선하고, 협정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미국의 이행법이 명시한 이유다. 

(…) 정부는 국내법 적용은 당사국의 책임이라며 이행법을 자체 검증

하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 

 o 미 이행법 제102조는 한·미 FTA와 미 국내법의 서열관계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은 한·미 FTA 그 자체가 아닌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

해 국내법 체제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미국은 한·미 FTA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 FTA에 규

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을 동 이행법안을 통하여 빠짐

없이 모두 개정해야 하며, 추후 한·미 FTA협정과 국내법간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미 정부가 해당 미 국내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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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담함.

    ※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은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

개정 조치를 구할 것”이라고 명시

   - 참고로, 미국은 한·미 FTA뿐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의 이행법도 동일한 조항이 있으나, 153개 

WTO 회원국에서 우리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평등 조약 주

장과 같이 상기 미국의 이행체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음.

 o 상기와 같이 양국 법체제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에는 아무런 차

이가 없음.

   - 만일 미국이 이행법 개정이 미비한 경우, 미국은 한-미 FTA라는 국

제법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됨(우리는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통해 해결 가능).

 2) 투자자 보호 관련

 (기사내용) 

 o “중재가 끝난 197건의 승소 현황을 보면 투자자가 59건(30%), 국가가 

78건(40%)으로 국가가 이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합의가 60건(30%)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요구가 관철된 경우다. 승소와 합의를 

합치면 60%에 이른다.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2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활용

한 적이 없고, 미국 투자자의 제소 건수는 108건이다.”

 o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 것이 108건인데 55건이 확정됐고, 미국 투자자

가 15건(27%), 상대국이 22건(40%) 이겼다. 단순 비교하면 미국 투자자

의 패소율이 높다. 그러나 합의된 사건(18건)을 합친 비율은 60%에 이

른다. 반면 미국 정부가 피소된 15건 중 확정된 6건을 보면 미국이 모두 

이겼다.” 



o 판정 현황(2010년 말 현재)

계
종결 사건(197)

계류중 기타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390 78
(20.2%)

59
(15.1%)

60
(15.4%) 

164
(42.1%)

29
(7.4%)

o 미국 관련 ISD 현황(2010년 말 현재)

구분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계류중 기타 계

제소

(미국기업 → 외국정부)
22

(20.4%)

15
(13.9%)

18
(16.7%)

48
(44.4%)

5
(4.6%)

108

피제소

(외국기업 → 미국정부)
 6

(40%)
- -

 9
(60%)

-  15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UNCTAD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세계 ISD 중재사건 총 390건 중 

종결사건은 197건으로, 국가 승소는 78건, 투자자 승소는 59건

임.

 o 미국 관련 ISD는 총 123건으로 미국 기업의 제소건은 108건, 미국 정

부의 피제소건은 15건임.

    -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 중 15건 승소, 22건 패소함.

    - 미국 정부가 피제소된 15건 중 6건 승소함.

 

o 동 기사는 “합의”로 종결된 사례를 “전부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요구가 관철

된 경우다”라는 근거도 없는 가정을 통해 합의 사건도 투자자 승소 사례

와 같이 취급하여 투자자 승소를 60%로 부풀려 보도하고 있음.

   - 합의 사건은 비공개된 사건이 많아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개된 사건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이 

없이 종결된 사건이 많음.



 3) 중재판정의 공정성 주장 관련

 (기사내용) 

 o “국제중재기관은 한-미 협정과 국제법을 기초로 판정을 내린다. 문제는 협정의 

투자 조항이 미국의 법원칙과 판례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 헌

법에는 없는 ‘간접수용’(명의 이전이나 몰수 없이 투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부의 

조처)으로, 투자자가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 협정의 투자 조항이 미국의 법원칙과 판례를 따르고 있다는 기사의 주

장은 사실과 다름.

 o 한·미 FTA는 NAFTA 이후의 ISD 제도 관련 새로운 국제협정 입법례를 반영하

되, 우리 법·제도상의 법리 등을 포함하여 양국의 법리 조화를 추구하였음.

   - 간접수용 부속서 문안을 대폭 수정하여 우리 수용법제의 핵심개념인 ‘특별희생’의 

법리 등을 규정하고, 간접수용 예외인 공공복지정책의 예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을 추가하였으며, 과세조치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포함하여 공공정책적 규

제권을 강화하였음.

 o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법상으로 간접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헌법상 재

산권의 제한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23조 제3항), 헌법재

판소도 보상이 필요 없는 사회적 제약과 구별하여 보상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제

약을 넘어서는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시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바 있음.

 (기사내용) 

 o “또 중재 판정을 맡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 산하기구인데, 세

계은행은 1946년 이후 줄곧 미국인이 맡아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는 우리나

라와 미국이 지명한 중재인·조정인 후보가 각 8명씩 있다. 그러나 후보가 모두 중재인

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제 중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미국인이 137명이지만, 한국인

은 한 명도 없다. 미국 관련 사건이 123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1946년 이후 세계은행 총재를 줄곳 미국인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세계은행 산하 ICSID의 중재판정이 미국측에 유리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임.

  - 중재인으로 활동한 미국인 수가 많은 것은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듯 전체 ISD 사건 

390건 중 미국(투자자 제소 또는 정부 피소)이 관여된 사건이 123건에 달하기 때문에 

당사자(제소 투자자 또는 피소 정부)가 중재인 1명의 지명토록 하고 있는데 따른 

당연한 현상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중재판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4) 공공정책 침해 주장 관련

 (기사내용) 

 o “ . . .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제도는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영리병원이 제주에 설립된 뒤 부작용이 나타나도 미국 투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는 한 영리병원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을 맘대로 펴지 못할 수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영리병원 제도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은 아니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는 전혀 변하지 않음.

 o 정부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영리병원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

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임.

   -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병원 제도는 우리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제도 등 외국인투자유치 제도와 함께 검

토해야할 사안임. 

 o 아울러 의료법, 약사법 등의 국내 법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영리병원에 대



한 감독·규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법령 위반시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함.

 (기사내용) 

 o “사법부 판결도 국제중재의 대상이지만 정부는 법해석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만 

따져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판결

에 대한 도전’을 미국 투자자에게는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 

 o ISD는 투자 유치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한 제도인 바, 우리나라내 국내 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음.

  - 우리 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위가 보장됨.

  -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대우는 여타 국가들이 운영-유지중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정책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o ISD절차가 내국 투자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외국 투자자에게만 이용가능한 점은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임(즉,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미국 투자

자와 달리 미국 정부 조치를 ISD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o 참고로, 우리나라는 향후 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인 바, 중-장

기적으로 ISD는 해외진출 우리나라 기업/투자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

됨.

 5) 쇠고기-쌀시장 관련

 (기사내용) 

 o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월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협정

이 발효되면 한국과 쇠고기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실제로 미국이 쇠고기 

시장 수입 전면 개방을 위한 협상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2008년 4월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상에서 한-미 두 나라는 한쪽이 수입

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 7일 안에 이에 응하도



록 합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협정에서 쌀이 제외돼 있지만, 세계

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정부가 미국과 

쌀 문제를 당연히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와 별개의 사안을 한·미 FTA와 결부시켜 기사화한 것은 독자를 오도하는 

것임. 

  - 쇠고기 관련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는 한-

미 FTA와 별개의 사안임.

  - 한·미 FTA는 부속서 2-나의 일반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제3항타호에서 쌀 등

에 대해 한·미 FTA 협정상 어떠한 의무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WTO 쌀 관세화 문제는 한·미 FTA와 무관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연합뉴스 기획

기사(11.14) 관련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제하 11.14(월) 연합뉴스 기

획기사 내용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

다.

1.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

(기사내용 : 중재판정부 구성 관련)

 o “ICSID는 소송 건별로 3명의 중재인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데 분쟁 당

사자(투자사, 정부)가 각각 지명한 후보 4명 중 1명씩을 중재인으로 선

정한다. 의장 중재인은 선정된 중재인끼리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ICSID의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선임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하에서 ISD 중재 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됨. 분쟁 당

사자(투자자, 투자유치국)가 각각 1명을 중재인으로 임명하고, 분쟁당사자

가 합의하여 의장 중재인을 임명함(선임된 중재인이 합의하는 것이 아

님). 이 때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의장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협정 제11.19조)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1045호   배포일시 : 2011.11.15(화)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기사내용 : ICSID 회원국 탈퇴 관련)

 o “ICSID의 주요 피소 정부였던 베네수엘라가 회원을 탈퇴하면서 ISD 

제소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가 간 무역·투자협정이 늘

어나 분쟁 건수도 계속 증가세다.”

(사실관계)

 o ICSID 회원국(현재 147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볼

리비아와 에콰도르가 각각 2007년, 2009년에 ICSID를 탈퇴하였음. 

(기사내용 : 중재결과중 합의 관련)

 o 합의는 미국 기업의 피해보상 요구를 상대 정부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은 모두 33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사실관계)

 o 일각에서는 “합의”를 청구인(투자자)에 유리한 결정으로 간주하는 경향

이 있으나, 실제로 합의 사건은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

아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개된 사건

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이 없이 종결된 사건이 많기 때문

에, 합의사건 전체를 청구인(투자자)에 유리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기사내용 : 미국 정부 ISD 회부 관련)

 o “반대로 미국 정부가 ISD 제도로 피소된 것은 6건인데 모두 미국 정부

가 이겼다.”

(사실관계)

 o 미국 정부가 ISD에 회부된 건수는 15건이며, 이 중 최종 판정이 난 것

이 6건이며 9건은 진행중임.

(기사내용 : 사전동의 조항 관련)



 o “한국은 85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에 포

함된 ISD는 한국 정부가 사안에 따라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체가 무산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한·미 FTA와는 다르다.”

(사실관계)

 o ISD 조항이 들어가 있는 모든 FTA(6개)와 투자보장협정(BIT) 대부분(64

개)에 사전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총 87개중 70개). 따라서, 상당

수의 BIT의 경우에 우리 정부가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

체가 무산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2. ISD의 제소 범위 

(기사내용)

 o “ISD가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

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사실관계)

 o 기사에서는 제기사유로 “간접수용”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음. 

 o "간접수용“은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재산권에 

단순한 침해가 발생한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몰수되는 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경

우를 말함(부속서 11-나 제3항).

(기사내용)

 o “한국이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공공정책의 자

율성이 훼손되거나 ISD로 한국 정부가 피소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소송이 결국 정책의 위축

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 협정내용 중 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미 FTA협정상 ISD는 투자유치국의 

협정상 의무 등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

기가능함.

 o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은 ① 협정의 적용 배제, ② 예외, 

③ 개별 분야 정책 권한 확보, ④ 현재유보·미래유보를 통해 충분히 확

보되어 있음. (☞ 상세한 한·미FTA상 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예시)은 

2011.11.7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참조)

 o ISD 중재판정시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에도 ISD를 제기한 투자자에 대

해 금전적 보상만 해 주면 되고, 문제가 된 정부정책이나 조치를 수정

하거나 폐기할 필요는 없음(협정 제11.26조).    

(기사내용 : ISD 중재 비용)

 o “ISD 중재는 승소해도 이에 든 비용을 패소한 측이 물어주지 않아도 된

다는 점이 국내 재판과 다르다.”

(사실관계)

 o ISD 중재에서 패한 측이 비용을 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o ICSID를 통한 ISD 중재의 경우, 소송비용에 대해 명백하게 정해진 기

준은 없으며,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최근에는 패한 측에게 비용전체를 부담토록 하는 경향이 있음. 한편, 다

른 ISD 절차인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경우에는 패한 측 

부담이 원칙임. 따라서, ISD 제기시 질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상당함. 



3. 국민건강보험 ISD 제소

(기사내용)

 o “이는 '공공복지'의 정의를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

라 달라진다. AIA, 메트라이프 같은 미 보험사가 건강보험제도를 국

제중재단체에 제소하기 위해선 한국이 현 건강보험제도 체제를 유지

하는 것이 미 보험사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해

야 한다.”

(사실관계)

 o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협정 적용 자체가 배제됨(협정 제

13.1조제3항).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ISD 청구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움. 

4. 여타국가와의 FTA에 ISD 포함 여부

(기사내용)

 o “예를 들어 2007년 한중투자협정의 ISD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

라 허용된 투자에 대한 국가보증을 규정한 투자보증협정 형태로, 정부

의 일방적인 국유화 조치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제도

다.”

(사실관계)

 o ISD 제기는 협정상의 의무 위반을 실체적 요건으로 하는데, FTA와 

BIT간에는 협정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

용 및 보상, 송금 보장, 이행요건 등)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ISD

의 본질에 있어 FTA와 BIT간 차이가 없음. 실제로 한·중 투자협정상

의 ISD가 한·미 FTA상의 ISD와 그 성격과 절차면에서 차이가 없음. 



5. 의료비 폭등

(기사내용)

 o “하지만 한·미 FTA 체제 아래 영리병원이 생길 경우 의료비가 폭등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FTA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모두 인

정하는 부분이다.”

 o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금은 알 수 

없는 만큼 '맹장수술 900만원설'은 현재로선 괴담도 사실도 아닌 셈

이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 국민건강보험은 협정적용에서 아예 배제되고 의료서비

스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미래유보되어 있어 한·미 FTA로 인해 우리 

의료시스템에 변화가 전혀 없음. 

 o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이 개시(2006.6월) 되기 전인 2003년부

터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지역에 경제

자유구역을 설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임. 영리병원 제도

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님. 

 o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함. 영리병원은 경제

자유구역에만 국한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우리 의료서비스는 한·미 FTA로 인해 변하는 것이 없음. 따라서 설사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맹장수술 900만원설”의 예

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으며,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의료시스템이 우리에게 이식된다는 것

도 근거없는 주장임. 



6. 공공서비스 요금 폭등 

(기사내용)

 o “하지만 도시가스와 같이 이미 민간에 개방된 분야에 대해선 문제가 생

길 수 있다.”

(사실관계)

 o 정부는 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및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책 

자율성을 포괄적으로 한·미 FTA에서 명시하였음(미래유보 두 번째 유

보항목). 또한 민간의 참여가 허용된 공공 분야일지라도 요금에 대한 정부

의 통제권한은 그대로 유지됨(제16.2조 및 제16.3조).

 o 예를 들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현재 도시가스로 쓰는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지만 소매 판매는 민간기업이 담당함. 

한·미 FTA가 발효된 후에도 도시가스의 소매판매를 담당하는 민간기업

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 통제에 대

해 미국투자자가 ISD 청구를 제기할 근거가 없음.  

 o 참고로, 정부는 한·미 FTA상 공기업 또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어

떠한 약속도 한 바 없음. 

7.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카피약 사용 제약

(기사내용)

 o “다만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

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해 

왔는데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o “이는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

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에 특정기업이 제네

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해 재산권 



침해 여부를 물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 주는 것이다. 통보받

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와 시판이 금지된다.”

 

(사실관계)

 o 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 의약품을 시판하는 것은 당연히 특허권 침해

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정

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식약청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내 주고 

있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네릭 의약품이 시판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음.  

 o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

간(출원일로부터 20년) 중 특정기업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내에 특허권자

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시판허가를 내 주게 되므로, 제네릭 의약

품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됨(협정 제18.9조제5항). 

 o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한·미 FTA 발효 여부와 관계없

이 지금도 가능하고 향후에도 가능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목 : 한·미 FTA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한 외교통상부 대

변인 성명

1. 금 2011.11.22(화) 오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

에서 통과됨으로써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마

무리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미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

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미 FTA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

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한·미 FTA가 발효하게 됨.)

3.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혜택

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

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갈 것입니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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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 

설명자료

2011. 11. 23

금 융 위 원 회

보도 참고자료



 1.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 주요내용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포괄주의(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상

대국에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조치

ㅇ 별도의 유보조치 및 구체적 약속이 없는 한 자유로운 시장접근

이 허용되고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음을 약속 

- 이미 양측의 개방정도가 높아 추가 개방범위*는 극히 제한적

   * 추가 개방은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와 정보처리 해외위탁 등 일부 사안에 국한

ㅇ 다만, 금융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건

전성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확보  

 별도로 유보한 사항(reservation list)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내

국민대우 등의 例外를 인정하여 현행 규제수준 유지

  ※ (대표적 유보사항) 방카슈랑스 판매방법 제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은행  지
분소유 제한,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화 유지 등

 한편, 별도의 조치 및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

적 약속, 부속서 등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합의

ㅇ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하여,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ㅇ 국책 금융기관들의 원활한 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가 이들

에게 제공하는 혜택(보증, 손실보전 등) 유지도 가능

ㅇ 일부 과제의 경우 유예기간 설정*, 엄격한 소비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 금융정보 해외위탁은 협정문 발효시부터 2년 유예후, 민감한 개인정보보호, 

     정보의 재사용 금지, 금융당국의 정보접근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허용



 2.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른 금융서비스 분야 영향

□ 국내 금융시장은 OECD 가입, 97년 외환위기등을 계기로 이

미 대부분 개방된 상황 

□ 07년 한․미 FTA 협상시 금융당국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

하는 범위내에서 협상

□ 보험중개업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도입 및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 등 추가 개방폭은 작음

  ※ 신금융서비스도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금융회사의 현지법인/지점을 통해서만, 현행 

한국의 금융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개별 상품별심사를 실

시하는 허가제로 운영 가능 

□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의 특수성 인정 등 유보

조치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인프라에도 큰 변화가 없음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기대

□ 새로운 영업기법 유입 및 경쟁촉진으로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

쟁력이 강화되는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우체국 보

험․4대 공제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 FTA 체결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한 단계 높아

지고, 대외적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3. FTA 금융서비스 분야 이행 준비 상황

￭ FTA 협정 이행 상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대부분 旣완료

하고, 유예기간이 남은 사안만 추진중

 (보험시장 관련) 보험상품 취급, 보험중개업 등의 국경간 거

래 개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완료   

- 보험사 인허가 기간 단축(150일→120일)을 위한 보험업법 개

정도 완료

 (공제사업 관련) 농협공제 등 4대 공제 및 우체국 보험관련 법령도 개

정이완료*되었거나 개정작업 진행중(발효일로부터 유예기간: 3년)

  * 농업협동조합법 및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완료 

 (감독투명성 제고 및 협력강화) 입법예고 기간 연장을 위한 행

정절차법 개정 완료

- 금융위 vs 미국 금융당국(FRB, OCC, FDIC, OTS)간 MOU 체

결도 완료(10.6월)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 허용을 위한 제도개편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검토중(협정문 발효일로부터 유예기간 2년)

- 금융위, 금감원 및 법무법인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 설치․운영중 

- 해외사례 심층분석 등을 통해 금융정보 처리 범위, 구체적 소

비자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



참고 1  FTA 금융서비스 분야 추가개방 및 이행상황 ,

합  의  사  항 이 행 상 황

 보험 관련 개방

① 해상, 항공, 재보험 등 국경간 거래 허용 ㅇ 旣개방

② 보험중개업에 대한 국경간 거래 허용
ㅇ 보험업법 개정 완료

* 보험중개업자 국내 

등록 의무조항 삭제

③ 위험평가, 손해사정 등 보험부수업 개방 ㅇ 旣개방

 4대공제 및 우체국 보험 감독강화 

①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공제에 대해 

민간보험사와 동일지급여력 기준 등 적용

(발효후 3년 이내)

ㅇ 소관부처에서 관련 

법률 개정 추진중

② 우체국 보험에 대한 금융위 감독 강화

(발효후 2년 이내)
ㅇ 개정 완료

 협력강화 및 투명성 제고 

① 한미 금융당국간 MOU 체결 ㅇ 旣체결(10.6월)

② 금융회사 인허가 기간 120일 내로 단축 ㅇ 보험업법 개정 완료

③ 금융위 규정 제개정시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기간에 준하는 의견제출 기회 부여 

ㅇ 개정 완료

 기 타 

① 신금융서비스 

ㅇ 국내법 범위內에

서만 개별허가를 

거쳐 가능
② 금융정보 자료처리 해외위탁 

(2년 유예)
ㅇ 개인정보 보호 등 

감안하여 방안 마련

③ 후선업무 위탁 ㅇ 旣허용



제 목 : “금융권 투기자본 ‘밀물’…제2, 제3 론스타 나올수도” 제하 

경향신문 기사(11.25) 관련

“금융권 투기자본 ‘밀물’…제2, 제3 론스타 나올수도” 제하 11.25(금)자 

경향신문 기사(박병률 기자) 내용 중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기사내용)

 o “국내에 없는 새로운 상품은 개방 금지 상품 외 모든 파생상품이 판매 

가능하다. 또 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인가를 해줘

야 한다는 것도 명시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한·미 FTA에서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 파생상품을 비롯한 신금

융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였음.

 

① 상대 당사국(미국)의 금융당국이 자국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당해 신금융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을 것

② 현행 국내 금융법령이 허용하는 범위內일 것

③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미국) 금융회사가 상업적 주재(예: 자회사, 

지점 등)를 통해 공급할 것 (즉, 인터넷 등의 국경간 거래의 형태로는 불가능) 

④ 신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인허가 제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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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 금

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금융제도의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건전성 규제

는 언제든지 도입 가능함.

 o 미국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등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인가를 신청

했을 때, “인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 기간 내에 “인가 발

급 여부를 결정”할 것을 규정하였음.

2. 국책 금융기관 예외

 (기사내용)

 o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신·기보 등은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 기관이 민영화할 때 

외국인 지분제한이 없어진다. 정부가 공적 기능을 강요해 수익이 감소

한다면 외국인투자자는 금융분야가 아닌 투자자보호 규정에 따라 소송

을 걸 수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협상 당시 우리측 요구에 의해 8개 국책금융기관

에 대해서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규정(제13장 서한 일정 정

부 기관)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임.

   - 상기 기관에 대해서는 제13장(금융서비스) 뿐 아니라 제11장(투자), 제

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도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외국인지분제한 등을 포함하여 우리 정책적 판단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11장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회부도 아예 불가능함. 



3.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과 우리 당국의 규제 권한

 (기사내용)

 o “한·미 FTA 금융분야 조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포괄주의(네거티브)다. 즉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별도의 유보조치나 구체적인 약속이 없는 한 자유롭게 상품을 가져와 

팔 수 있고, 여기에 내·외국인 차별이 없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한·미 FTA 금융분야 제반 규정은 국내법상 규정된 우리 금융당국의 현

행 규제 권한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 금융시스템

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 조치 등의 정책권한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음.

   -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우리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함.

4. 금융세이프가드

 (기사내용)

 o “가장 큰 쟁점인 금융 세이프가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 협정문

에는 증권투자에 대한 투자금만 송금 중단이 가능할 뿐 예외조항이 많

다. 미국의 상업적·경제적·재정상 이익에 손해를 끼치면 안되고, 경상거

래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송금은 막지 못한다. 무역대금이나 단

기은행신용자금, 투자순이익 등은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자유롭게 자

금을 회수해 나갈 수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한·미 FTA에서는 우리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부합하는 금융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우리만 발동가능하며, 미국은 발동 불

가), 그 발동 요건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님.

   - “상업적·경제적·재정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이라는 요건

은 WTO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2조제2항다호와 

동일한 것으로서, 한·인도 CEPA, 한·EU FTA 등 우리 기체결 FTA 

협정에도 포함된 것임.

   -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지급·송금에 대한 제한은 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

도 허용되지 않고 있음(외국환거래법 제6조제4항).

   - 기사에서 언급한 무역대금이나 단기은행신용자금, 투자순이익 등은 경

상거래에 대한 지불에 해당함. 이러한 “경상거래 지불 제한”은 사실상 

국가부도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러한 경상거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동되어야 함(한·미 FTA 협정에서는 IMF

협정상 절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제하 한겨레신문 기사(11.25) 관련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제하11.25(금)

자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 내용 중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오도하

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와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력산업 관련

 (기사내용)

 o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1일에 발효되면 전력산업의 민영

화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한-미 협정이 한국전력공사 지분의 

40%, 발전설비 부문 용량의 30%까지 외국인 소유를 인정했기 때문이

다.”

 o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가스요금 인상을 거부

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한·미 FTA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약속도 포함하지 않음.

 o 기사에서 언급한 상기 사항(각각 40%, 30%)은 협상 당시 우리 현행법·규

정(협상 당시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 증권거래법 제203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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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 정부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서

(부속서I(현재유보) 45번째 유보항목), 한·미 FTA를 통해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인상하거나 추가로 개방한 것이 아님. 

 o 한·미 FTA 하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

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므로(한·미 FTA 제16.2조제1항나호 후단 및 각주

3), 정부의 요금 규제는 ISD 제기 근거가 되지 않음.

   - 또한, 기사에 인용된 사례는 스페인 Gas Natural社 대 아르헨티나 사

건(2003)으로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존의 명시적 약속과는 달리 가

스 판매 대금의 달러화 환전 보장 및 정기적인 가스 가격 조정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동 사례를 상이한 상황하에 있는 우리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2. 가스산업 관련

 (기사내용)

 o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마저 위협받을 수 있

다. 한-미 협정의 제16장(경쟁)을 보면, 민영 지정독점기업은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 “한-미협정이 발효돼 도시가스 도·소매산업에 외국자본이 진출하게 되

면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나 도시가스의 지방확대 정책이 사실상 불가

능하게 될 것”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도시가스 소매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은 한·미 FTA 협상 개시 이

전부터 허용되어 온 것임.

 o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



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의 공공요금 규제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음.

   - 한·미 FTA 제16.2조제1항나호에 지정독점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간기

업처럼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s)에 따라 활동할 것을 규

정하고 있으나, 

   - 앞서 설명한 대로, 동 조항 후단 및 각주3에 정부가 지정한 운영요건(요

금, 사업구역 등)을 따르기 위한 경우,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

하고 있음.  

     ※ 공공요금에 관한 정부의 규제권한을 규정한 우리 국내법령(동 법령 내용은 한·

미 FTA 발효 후에도 그대로 유지)

        - 전기: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철도: 철도사업법 제9조, 도시철도법 제15조의2

        - 수도: 수도법 제38조

3. 철도산업 관련

 (기사내용)

 o “한-미 협정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설·운영되는 노선에 외국자

본이 진출하면 철도산업에 도입된 공공서비스 의무보조금(PSO) 제도가 무력

화될 가능성이 있다.”

 o “민자투자 지하철이 이미 존재하는 탓에 원가 이하로 운영하는 서울 메

트로, 도시철도공사, 대전·대구·부산 지하철도 낮은 요금을 계속 부과하

면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외국 투자자에게 제소당할 수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한·미 FTA의 서비스챕터상 보조금은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한·미 

FTA 제12.1조제4항라호) 한·미 FTA로 인해 보조금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

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민간투자사업 지하철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한·미 FTA 경쟁챕

터(제16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지하철 요금은 도시철도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

에서 정한 상한선 내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요금결정체계에 대해 한·

미 FTA는 어떠한 제약도 가하고 있지 않음.

 o 한·미 FTA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는 당사국의 투자챕터상 의

무·투자인가·투자계약 위반 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

만 제기되도록 발동요건이 제한적임.

   - 따라서, 투자챕터(제11장)상 의무가 아닌 경쟁(제16장) 원칙 위반을 이

유로는 ISD 제기 근거가 되지 않음.

4. 보건·의료 서비스

 (기사내용)

 o “우리 정부 규제 권한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조성된 의료기관, 약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6곳에 일단 허용되면 

의료비 과다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도 거액의 보상금을 주지 않는 한 

정부가 정책을 맘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정부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영리병원은 외국인투

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임.

   -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한·미 FTA로 도입된 것이 아니며, 

우리 역대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한·미 FTA 협상개시 이전인 

2003년부터 추진해온 제도임.



   - 그러나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한 실정임.

 o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상에 설립되는 외국의 의

료기관 등에 대해서 의료법·약사법 등 국내법에 따른 감독·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있어 법령 위반시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그린벨트 지정 등 공공규제 ‘간접수용’ 해당땐 제소 대상” 한겨

레신문 기사(11.25) 관련

“그린벨트 지정 등 공공규제 ‘간접수용’ 해당땐 제소 대상” 제하 11.25(금)

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오도

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우리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o “특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사 등의 조처도 모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라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상당히 제

약받을 수 밖에 없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의 정당한 규제임에

도 불구하고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간접수용에 해당하게 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과 같

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의 예외로 명시

하고 있음(협정 부속서11-나).

 o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도시계획시설 등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 

   - 미국·독일 등도 유사한 용도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

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독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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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지정 등의 용도제한이나 지구지정 조치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시민

건강을 위한 녹지 보존 목적의 보건환경정책 또는 교육환경조성 목적의 정책임.

   - 다만, “행위가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

와 같은 드문 상황”의 경우와 같이 비례성이 극단적으로 훼손된 예외

적인 경우에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보상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2. (기사내용)

 o “과거 분쟁사례를 보면, 선거로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바뀌고 경제정책

이 달라지는 경우 되레 외국인 투자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실관계)

 o 기사 내용은 오히려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비차

별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음.

 o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일관되게 이

루어진다면 ISD를 제기할 근거가 되지 않음. 

3. (기사내용)

 o “최근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는 양해각서(MOU)도 문제가 될 소

지가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지자체가 양해각서에 상세한 내

용을 담았다가 나중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설립전 투자 비

용’을 손해배상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

문이다”

   

  (사실관계)

 o “설립전 투자”는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 투자까지 포

함하는 개념이 아니며, 실제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토지 매입, 사무

소 개설 등)가 전제되어야 함. 

   - 그간 ‘설립전 투자 비용’에 관한 국제중재사례들은 설립전 투자 비용



을 투자로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음.

   - 또한, MOU상에 계약적 관계를 창설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 두면 이

에 따른 분쟁 발생 소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기사내용)

 o “우리 정부가 지자체의 정책 탓에 투자자-국가 소송제에서 패소했을 경

우 누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

시는 지난 7일 의견서를 내어 ‘소송에 패소할 경우 서울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지만 외교통상부는 ‘소송당사자는 국가’라고 일축했다“.

   

  (사실관계)

 o ISD는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

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서도 일차적 대응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게 됨.

 o 다만, 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시, 구체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간 내부적인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 구상권 행사

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부

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야5당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형사

고발 관련 언론보도(11.29 및 11.30)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

야5당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형사고발에 관한 11.29 및 

11.30자 언론보도와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형사고발에 대한 근거로 야5당이 주장한 

“직무유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 

 2. 한·미 FTA와 같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여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사국 각자의 책임임. 

   o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는 어느 당

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

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만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당사국이 국내법령의 미비로 한․
미 FTA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해당국은 국제법적 책

임을 벗어나지 못함. 이러한 때에는 당사국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책

을 모색하거나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협정에 규정된 분

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협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o 한․미 FTA의 경우, 협정이행과 관련된 점검과 협의를 위해 공동위원회

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18개)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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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장에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있음. 

 3. 이에 더하여,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이행법 제정 등 미측이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동향을 실무차원에서 점

검해 왔음. 이제 국내 비준절차를 마친 양국 정부는 한․미 FTA의 발효

에 앞서 한․미 FTA의 이행에 필요한 양 당사국의 법령 정비 상황을 상호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양측간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점검

은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지속될 사안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미·에콰도르 FTA 협상 경과에 대한 사실관계 

최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11.22) 후, 일부 언론 및 

SNS상에 미·에콰도르 FTA 협상중단 경위에 관해 사실이 아닌 내용

이 유포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1. 미·에콰도르 FTA 협상 중단 경과 

(잘못된 주장 내용)

o 에콰도르가 미국과 FTA를 비준후 파기한 바 있다. 우리도 이처

럼 한·미 FTA를 파기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

(사실관계)

o 미·에콰도르 FTA 협상은 2004.3.3 출범하여 2006.6.3까지 총 14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미·에콰도르 양국간 투자 분쟁*으로 

후속 협상이 개최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음.

    ※ 에콰도르 정부가 국영 석유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영업중이던 미국계 석유

회사 Occidental Petroleum사 등 외국 석유회사의 이윤에 대한 세금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한편, Occidental Petroleum사의 국영 석유회사와

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

o 따라서 체결·서명 후 양국내 비준 절차까지 완료된 한·미 FTA

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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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에콰도르 협상 중단 국가 

(잘못된 주장 내용)

o 에콰도르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미·에콰도르 FTA를 파기
하였다.

(사실관계)

o 미·에콰도르 FTA 협상이 진행중이던 2006년 미·에콰도르간 투
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미 정부(USTR)는 상기 조치가 “국유화
에 준하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FTA 파트너는 법치 
원칙에 입각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 중단 의사를 
2006.5.17 밝힘.

o 따라서, 에콰도르가 아니라 미국이 에콰도르 정부 조치에 대한 
반발로 중단시킨 것임.

3. 에콰도르 대통령 축출 

(잘못된 주장 내용)

o 엄연한 사실은 미·에콰도르 FTA 파기의 언저리에 대통령 한 사
람이 축출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

o 미·에콰도르 FTA 협상을 출범시켰던 구띠에레스(Gutierrez) 대
통령은 내각임명, 대법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등을 둘러싼 
헌정질서 파괴 사유로 2005.4월 탄핵됨.

o 따라서 “FTA 파기의 언저리에서” 대통령이 축출된 것이 아님.

   ※ 구띠에레스 대통령 탄핵후 대통령으로 추대된 팔라시오스(Palacios) 대통령(탄핵

당시 부통령)의 잔여 임기 수행중 미·에콰도르 FTA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꼬레아(Correa) 대통령이 2007.1월 취임

첨부: 미·에콰도르 FTA 협상 경과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첨 부   미·에콰도르 FTA 협상 경과

❒ 2004.3.3 미·에콰도르 FTA 협상 개시  

❒ 2006.3.28 미·에콰도르 FTA 제14차 협상 개최 (차기 협상은 5월 초로 계획)

❒ 2006.4.28 미 USTR 대변인, 에콰도르 의회가 제정한 석유법(외국 석유

회사 이윤에 대한 세금을 20%에서 50%로 증액)을 이유로 당초 2005.5

월로 예정됐던 미·에콰도르 FTA 차기 협상 개최에 난색 표명

❒ 2006.5.15 에콰도르, 미 석유기업 Occidental Petroleum과의 계약을 일

방적으로 파기  

❒ 2006.5.17 USTR 대변인, “에콰도르의 조치는 국유화에 준하는 것,”

“FTA 파트너는 법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현재 에콰

도르와의 FTA 협상은 더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하

여, 미·에콰도르 FTA 협상 중단 조치

/끝/



제 목 :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및 “한․미 

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에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

권까지” 한겨레신문 사설 및 기사(12.5) 관련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제하 12.5(월)일자 한

겨레신문 사설과 “한․미 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에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제하 12.5(월)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 내

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우리

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해석권’이 어디에 있는

가 당연히 사법부에 있다. 대외조약도 국내 법률과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사법부의 법률해석권도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사설)
   

  (사실관계)

 o 한․미 FTA를 포함하여 조약 등 국제법은 국가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로서, 이와 관련된 상대국과의 협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행

정부의 소관임. 한․미 FTA의 경우, 협정 제22.2조(공동위원회) 규정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대표로서 미국 무역대표와 협의하게 됨. 

   ※ 헌법 제73조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

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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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따라서, 조약의 경우, 법률과 달리 행정부가 체결․비준 권한을 가지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대국과의 협의주체도 행정부인바, 사법부는 구

체적인 소송이 제기되기 전 조약에 대한 사전적 심사는 할 수 없으나, 

협정과 관련된 사안이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될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해

석을 통하여 판결을 하게 되며,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해당

함. 

 o 한․미 FTA 협정 개정시에는 개정사항이 헌법 제60조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수하는 국내법률의 개정 등 입

법권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 소관임. 

2. (사설 및 기사내용) 

 o “외교부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 묻는 박의원실 질의에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

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답변했다

고 한다. 표현은 상당히 완곡하게 했지만 에프티에이 발효 뒤 구성될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사설)

  (사실관계) 

 o 박주선 의원실의 질의(6.8)에 대한 외교부 답변은 한․미 FTA 규정의 해석

권한에 대한 일반론에 입각한 답변임. 

   - 조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체결․비준 권한을 가진 행정부가 상대

국과 협의하게 되며, FTA의 경우 당사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공동위

원회 또는 무역위원회가 이에 해당되며, WTO의 경우 각료이사회 및 

일반이사회, 여타 국제협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국 총회 등이 이

에 해당됨. 



 o 당시 답변에서도 양 당사국 대표들이 협정을 해석할 때 국내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국 공식입장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됨을 분명히 

적시하였음. 

    ☞ 첨부 6.8자 박주선 의원실 질의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

   - 국제협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시, 그 사안과 관련한 협정문

의 해석에 대하여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 당사국간 합의된 해석이 있는 경

우, 법원은 그러한 해석을 국내법령, 사실관계 등과 함께 균형되고 객관적

으로 고려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

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

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협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감독기구로 양국간 통상책임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두는 것은 FTA 협정에서 일반적인 장치이며, 우리가 기

체결한 아세안, EU 등 여타 FTA에서도 동일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

어 있음. 

 o 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는 타방 당사국이 비밀을 요청하지 않는한 투

명성 원칙하에 공개됨. 

4.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사법권까지도 도전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대상에는 사법부 판결도 포함된다. 우

리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외국 투자자에게 제



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법 해석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만 

따져 주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외교부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 

넘겨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재심하게 되어 사법주권이 침해될 것이

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 관련 문제를 심리하게 되는 경우는, △ 적법절

차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부인, 정

당한 변론권의 박탈 등 재판 절차를 명백히 부당하게 진행) 등을 그 

대상으로 할 뿐임.

    ※ △ 국내 사법절차상 항소를 위해 필요한 보증증권 매입의무가 과도하여 자국

민과 외국 투자자를 차별하여 사실상 항소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Loewen v. 

미국, 1998), △ 사법부가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Petrobart v. 키르키즈스탄, 2003) 등임. 

  - 법해석 등에 관한 사법 판단 자체가 협정 위반으로 인정된 예는 파악된 

바 없음. 

 o ISD는 전세계 2,500여개의 양자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글로벌 스탠다

드이며,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전, 85개 BIT(양자투자보장협

정) 중 81개 BIT 및 한․EU FTA를 제외한 6개의 기체결 FTA에서 이

미 ISD조항을 도입하고 있음. 

    ※ 한․EU FTA의 경우, 개별국가와 양자 BIT를 통하여 ISD를 반영

 o 현행 WTO 체제하에서도 통상 분쟁해결은 독립적인 분쟁해결절차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음. 

 o 또한, ISD는 양국 상호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협정상

의 특혜도 미국 투자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5. (사설 및 기사내용)

 o “미국에서는 한․미 협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또 한․미 협정을 근

거로 개인이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미국의 이행법이 규정하

고 있다.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미국 사법체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얘기다.”(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한·미 FTA 협정내용이 반영된 미 국내법에 따

라 미국 법원에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공동위원회가 

양국간 합의로서 어떤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한 바 있다면, 그러한 해

석은 법원에 의하여 존중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o 또한, 우리 투자자는 ISD를 통해 미 정부를 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

음. 이러한 경우, 투자와 관련한 중재절차(ISD)에서 협정문상의 준거법 

등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중재판정부를 구속함을 명시하고 있

음(협정 제11.22조제3항 및 제11.23조제2항)

 o 아울러, 우리정부는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협정 제22장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여 미국내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음. 

첨부 : 박주선 의원실 질의(2011.6.8)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참고 참고  박주선 의원실 질의(2011.6.8)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

(박주선의원, 6/8자 요청)

22.2조에서 3항 라목에서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이 협정의 해석

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 지 여부 및 공동위원회가 법률에 해

당하는 이 협정문의 해석권을 가질 수 있는 지 여부

 □ 협정의 각 당사국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협정

에 대한 해석권을 보유하고 있음.

   o 국제협정의 해석은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내려

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FTA의 경우 공동위원회 또는 무역위원회가 

이에 해당되며, WTO의 경우 각료이사회 및 일반이사회, 여타 국제협

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국 총회 등이 이에 해당

   ※ 한·EU FTA 제15.1조3항 마목,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2항 등

 □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이 국내 사법심사를 구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음.

   o 그러나, 조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

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 부분 존

중할 것으로 예상

   o 아울러, 제22.2조제7항에 명시된 대로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

국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지는바,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양 당사국 

대표들은 국내의견을 반영한 자국 공식입장에 따라 여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



제목 :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

1. 2011.12.5(월)~6(화) (미국현지시각 기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의 

이행준비와 관련된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한·미 양국간 국장급 실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간 양측은 화상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양국의 이행법령 정비상황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금번 회의도 

그 일환으로 개최된다.

2. 동 협의는 우리 국회가 11월22일 한·미 FTA를 비준동의하고 미 의회가 

10월12일 동 협정을 인준함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1023호   배포일시 : 2011.12.5(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제 목 : “2001년과 2011년 한국영화의 차이“ 아시아경제 칼럼(12.13) 

관련

“2001년과 2011년 한국영화의 차이” 제하 12.13(화) 아시아경제 칼럼(태

상준 기자)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칼럼 내용)

 o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습니다. 상승 곡선을 타던 한

국 영화를 단번에 꺾어버린 것이 2006년 1차 한·미 FTA였음을 우리

들은 기억합니다.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일수인 

스크린 쿼터가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든 것이 바로 그 때입니다. … 

2001년과 2011년의 단순 비교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o 한국 영화의 상승세가 2006년의 스크린쿼터 축소로 꺾였다는 주장은 사

실과 다름.

   -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최근 5년간 40% 후반대를 유지하였고, 오

히려 금년 11월말에는 53.6%까지 상승하여 스크린쿼터가 지금의 두 

배 수준이었던 2001년의 50.1%를 상회하고 있으며,

   - 또한, 한국 영화 제작편수도 2001년 65건에서 2010년 14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o 연도별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 변화의 원인은 관객 선호도, 당해년도 한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1164호   배포일시 : 2011.12.14(수)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국영화 흥행작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바, 스크린

쿼터 축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해 명 자 료
(’11. 12. 14)

수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목 : 한미 FTA에 따라 국내 규제 제·개정시 미국과 
반드시 협의해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헤럴드경제, ‘11.12.14)



1. 기사내용

□ 12.1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인터넷),

ㅇ 한미 FTA에 따라 규제 제·개정 시 ‘반드시’ 양국 정부 및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표준작업반’을 구성하여 상호 협의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한미 FTA 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은 관련 정보의 공유, 규제의 

제개정시 일반에 공개되는 의견수렴절차에 참여기회 부여 등 양

국간 기술장벽 분야의 협력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장

벽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임

ㅇ TBT 협정문에서는 규제의 제·개정시 표준작업반을 구성하여 협

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규제서비스과 김미애 과장, 조창애 연구사(02-509-7256)



2. ISD 관련 이슈



제 목 : “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한겨레신문 보도(7.12) 관련

한·미 FTA와 충돌 가능성 때문에 공공정책이 줄줄이 무력화될 상황

이라는 7.12(화) 한겨레신문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화물차 총량제

(기사내용)

o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화물차 운송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개방하였는데, 우

리 정부가 화물차 신규 등록을 허가하지 않아 미국기업이 운송사업 진

출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으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통상분쟁을 제기

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

o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화물차 운송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개방했다”는 상

기 기사는 사실이 아님.

o 한·미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

적인 규제 권한을 유보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전반적으로 화물차 운송서

비스에 대해 총량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음. 상기 기사내용은 유보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유보의 예외로서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

운송서비스”는 1995년 WTO에서부터 양허하였으나 현재까지 외국기

업이 사업 허가 신청을 한 사례가 없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620호    배포일시 : 2011.7.12(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정병화 (☎:2100-8105)



2.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제도

(기사내용)

o 굴삭기(굴착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은 한·

미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한다.

o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한다.

(사실관계)

o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안의 내용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우리의 국제적 의무와 상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가 1995년부터 WTO 협정상 건설기계 

대여서비스와 도·소매 유통업을 이미 양허한데 따른 것이며, 그 후 체결된 

한·EFTA, 한·인도, 한·EU FTA 등에서도 그대로 양허한 사항으로서 한·

미 FTA에서 새로이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님.

3.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기사내용)

o 투자자-국가제소를 맡은 중재부는 한국 법관이 아니라 미국법의 영향

을 많이 받은 국외 법률가로 구성되고, 투자자가 중재부 구성에 50%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가 1인

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중재인(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당사국 국적이 

아닌 제3국인으로 한정)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로 임명됨. 동 중재판

정부가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법률가”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임.

o 이러한 중재판정부 구성은 한·미 FTA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라 국

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등 국

제중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3의 절

차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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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분매각 이후 공항지분을 보유한 미국인이 투자자 보호 

조항 위반으로 소송제기와 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공공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향신문 7월 18일자 

 '인천공항 지분 해외에 매각 한•미FTA 발효 땐 제소 우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보도 내용 및 해명[‘11.7.18, 경향신문]

＊ 美 투자자에 대해 가격, 서비스, 투자규제 등을 통한 손실발생시 

- 인천공항의 가격제한으로 인한 기대수익에 미달한 투자자의 ISD(투자자 국 가제소제도) 활용, 한국정

부에 제소 및 중재신청 

1. 인천공항의 현행 공항시설사용료는 정부의 저운임 정책에 따라 항공사와 사

용료 협상 후 정부에 신고하는 형태로 간접적 규제를 하고 있으며 

ㆁ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에 따른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공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

며, 동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여 정부의 

가격 규제조치를 강화할 계획임 

ㆁ 향후 지분매각시 상장예비심사청구, IR(투자설명회)과정을 통해 인천공항의 

가격규제 등에 대한 사전 공시가 되고, 이에 근거한 외국인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2. 현재 지분매각된 국내 공기업 중 한전, 가스공사의 경우 정부보유 지분중 일

부를 외국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서민경제 물가정책을 고

려하여 정부 주도하에 가격을 통제

ㆁ 동 기관은 현재까지 투자자들의 소송제기 사례가 없고, 한미 FTA가 발효되

더라도 현재의 가격규제 정책에 대한 미 투자자의 소송제기는 어려운 것으로 자

체적 분석

＊ ‘11. 7월 현재 외국인 지분보유비율 : 한전(26%), 가스공사(7%)



 

                                              

3. 따라서 인천공항 가격규제가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기존의 가격 및 배당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면 美 투자자의 가격규제 손실 등을 이유로 제소할 명분

이 없음 

ㆁ 설령 제소를 한다하더라도 이는 인천공항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인 투자자가 

주주인 모든 국내기업에 적용되므로 인천공항만을 문제시 할 수 없는 사안임 

 



제목 : “미국만 한국에 제소가능 … 법 충돌땐 한국만 개정” 제

하 한겨레 신문 기사(10.5) 및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 한겨레 신문 사설(10.5) 관련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우리쪽에 일방적으로 불

리한 내용이 포함돼,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지적한 10.5(수) 한겨레 신문 

기사 및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이라는 동일자 

한겨레 신문 사설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및 사설 내용)

◦ “미국측 이행법안은 ...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이 한·미 협정(FTA)보다 우

선”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한·미 협정(FTA)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

를 지니거나 ... 국내법에 우선한다.”

(사실관계)

◦ 조약,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제에 수용하는 방법은 나라마라 다를 

뿐, 이를 서열관계로 보는 접근은 옳지 않음.

◦ 지난 8.12자 우리부 보도자료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양국은 FTA

와 같은 통상협정을 국내법 체제로 수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 한·미 

FTA를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는 동일하게 부담하므로 한·미 FTA가 우

리나라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기사내용은 양국의 법체제

상의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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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FTA와 같은 조약은 국내

법 체제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국제법과 국내법의 일

원론적 체계)을 갖는 반면, 미국의 경우,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

국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지 않고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

법 체제로 수용되는 방식(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적 체계)을 취함.

-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한·미 FTA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

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하며, 추후 이행과정에서 한·미 FTA

의 특정 조항이 미 국내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한·미 FTA의 해당 조항이 국내법 규정을 대체하여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고 미 정부가 해당 미 국내법을 개정하는 추가적인 조

치를 취해야 됨.

-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은 바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이는 

한·미 FTA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에 상세

히 기술*되어 있으며, 한·미 FTA뿐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안에도 동일하게 규정).

* 한·미 FTA 행정조치계획(SAA) 1.c.: “미 행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발

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법안과 행정

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개정 조치를 구할 것임” (The Administration has

made every effort to include all laws in the implementing bill and to

identify all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Statement that must be

change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new U.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greement. .... If additional action is called for, the

Administration will seek legislation from Congress.")

◦ 한·미 FTA에 양국의 국내법 체제로의 수용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협

정문 제1.3조)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 미측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미측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협정 불이행은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2. (기사 및 사설 내용)

◦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한국투자자는 (미국 법원에서) 그럴 수 없다.”

(사실관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국내법 체계상 한·미 FTA는 그 자체

로 미국 국내법 체제에 수용되지 않고(즉, 이원론적 체계에서는 국제

법 자체가 자기집행력이 없음) 한·미 FTA 협정문의  권리·의무를 반

영한 한·미 FTA 이행법을 통해 미국내에 적용되므로, 미국내 우리 투자자

와 같이 대한민국 사인(私人)은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원용하여 미 법원

에 제소할 수 없으나, 한·미 FTA 협정문을 반영한 한·미 FTA 이행법 또

는 관련 미 국내규정에 근거하여 미국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으므로, 실

제 법적 구제제도 측면에서는 한국내 미국 투자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

리하지 않음.

◦ 한편, 한·미 FTA 이행법 및 행정조치계획(SAA)은 미국내 한국 투자자

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는 한·미 FTA상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음(이행법 제106조).

◦ 양국 투자자가 투자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 제소한 사안에 대

하여 ISD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면에서는 한·미 FTA상 미국내 우리 

투자자가 한국내 미국 투자자보다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음.

- 한·미 FTA 협정문 제11.18조 및 부속서 11-마에 따라, 한국내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단 한국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추후 ISD 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되나,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국내법원에 제소한 후에도 동 절차를 중단하고 

ISD 청구를 할 수 있음.

3. (기사 내용)

◦ “한·미 협정(FTA)으로 개정되는 미국쪽 법률은 .... 6개 뿐이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엔 24개나 된다.”

(사실관계)

◦ 양국의 법률 및 규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정대상 법률에 대한 단

순한 산술적 수치비교에 근거하여 어느 한 쪽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

을 주며 불평등하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음.

- 우리나라나 미국은 한·미 FTA상의 의무를 각자의 법령체제에 적합

한 방식으로 법률, 시행령 및 여타 하위법령에 규정하게 됨.

- 실제 법률개정의 경우에도 기사내용과는 달리, 미국은 한·미 FTA 이

행법을 통하여 8개 항목에 걸쳐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6개 항목의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기사 내용)

◦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하는 

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에 수

출될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

(사실관계)

◦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내 생산제품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적용 여

부는 한·미 FTA 발효후 1년내에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협

의·결정하도록 한·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한·미 FTA 발효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측이 동 위원

회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양국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될 예정임.

◦ 미측 행정조치계획(SAA)은 금번 제출한 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인해 

북한산 물품에 대한 기존 대북제재가 즉각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추후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 위원회”를 통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가능성을 부

인한 것은 아님.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한·미 FTA 충격, 중소상공인·서비스업 무방비” 제하 한국일보 보도

(10.10) 및 “미 투자자 손해,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제하 한

국일보 보도(10.11) 관련

“한·미 FTA 충격, 중소상공인·서비스업 무방비” 제하 한국일보 신문기사

(10.10) 및 “미 투자자 손해,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제하 한

국일보 신문기사(10.11) 내용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기사내용) 

 o “리먼 사태를 불러왔던 미국의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도 어려울 전

망이다. 서비스 분야 협상 때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미국의 파생상품과 같은 신금융서비

스(new financial services)를 다음과 같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하였음. 

   - 현행 우리나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급될 수 있으며,  국

경간 무역을 통한 공급을 허용하지 않고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공

급할 수 있도록 제한

   -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형태를 우리나라가 결정

할 수 있으며,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제도 운영 가능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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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러한 장치 외에도, 우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

한 건전성 규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2.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한·미 FTA가 적용되는지 여부

 (기사내용) 

 o “전문가들은 ‘서비스 분야 조항은 공적퇴직연금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

를 제외하고 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는 공적퇴직연금제도 및 법정사회보장제도를 적용 배제하는 한

편, 금융챕터상의 제반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금융제도 전반의 안전

성 보장 등을 포함하는 건전성 규제 조치 채택 가능

   -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국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수출 진

흥·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정책목적을 위한 기존의 기능을 계속하여 수

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우리 정부는 수협, 기업은행 등의 정부지원기관에 대해서 손실 보전, 조세 면

제 등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음을 확인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금융서비

스의 국경간 공급의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개방(Positive 방식)

3. 국민건강보험과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

 (기사내용) 

 o “한·미 FTA 체결로 개방된 조항은 다시 체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는 ‘역진방지조항(ratchet·래칫)’도 마찬가지. 이 조항이 발효되면 정부가 



공공정책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치아보험을 민영

화한 후 미국 보험업체가 관련 상품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이를 다시 국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기 어렵게 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현재유보에 기재한 비합치조

치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며,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아예 제외된 

분야에는 동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적용되지 않음. 

 o 기사에 예시된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법정사회보장제도로서 한미 FTA 금

융챕터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적용되지 않음.

 o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아예 금융챕터의 예외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동 제도상의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한·미 FTA

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함.

    ※ 참고로, 현행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민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

는 않는 범위에서만 보충적으로 보험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지방은행에 대한 우대

 (기사내용)

 o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차별을 금지한 외환건전성 규제 조항에 따라 앞으

로 미국 은행들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50%만 내고 있는 국내 지방은행들을 

차별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금융 분야의 허점을 지적한다.”

 (사실관계) 

 o 지방은행은 현행 우리 은행법 등에 따라 영업범위·자본금 등 기타 요건에서 아

래와 같이 일반 시중은행과 상이한 조건에서 영업중에 있어, 주로 시중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내·외국 은행간 차별이라는 이유로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움. 



    ※ 내국민 대우는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인 경우에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임.

   -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전국을 영업으로 하지 않고, 자본금 요건도 시

중은행에 비해 작으며, 높은 중소기업 대출의무를 부담

5.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기사내용) 

 o “송기호 변호사는 ‘…(중략)…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정부 조치도 사

실상 금지시켜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에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o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적 구속력

이 없어 한·미 FTA와 상충될 소지는 없음.

 o 다만,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제정 추진중인 바, 

WTO/GATS(서비스협정), 기체결 FTA 및 투자보장협정에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6.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기사내용) 

 o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직접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교역기구

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미국의 한 택배 회사는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를 체결한 캐나다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적

이 있다. 자칫 미국 투자자의 손해를 우리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관계)

 o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는 한·미 FTA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아니

라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일반화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외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유용함.

 o ISD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례를 보면, 대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서 국

제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한 조치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나, 합리

적·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정부 조치가 ISD 제도로 인해 제약을 받지는 

않음.  

   - 참고로 기사에서 예시한 美 UPS 대 캐나다 사건은 중재판정부는 UPS

의 NAFTA협정의 내국민대우 등 위반 주장을 기각하여 투자자가 패소한 

사례임.

7. 복제약의 지적재산권

 (기사내용) 

 o “‘복제약의 지적소유권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최소 1조원대 피해가 예

상되나 별다른 대책이 없다‘(백일 교수)는 의견도 나왔다.”

 (사실관계) 

 o 복제약은 지적재산권과는 무관하며, 한-미 FTA에서 보호기간이 50년에

서 7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저작권에 관한 사항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경향신문 기사(10.29) 

관련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제하 10.29(토) 경향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

이 알려드립니다.

1.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의 제한

(기사내용) 

 o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을 경우 미국 대

기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FTA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사실관계) 

 o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10.27, 지식경제

부 발표)가 한·미 FTA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동 조치는 ①우선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 통합(SI) 기업) 참여 제한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②향후 소프트웨

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공공 정보화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공공 정보화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는 대기업 참여 제한 범

위에 관계없이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우리가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 해당되어 GPA협정상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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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0호   배포일시 : 2011.10.29(토)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FTA무역규범과장 최진원(☎:2100-8135)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예외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한·미 FTA에도 위반

되지 않음. 

   - 더구나, 향후 개정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동 대기업 참여 제

한 조치는 국내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외국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기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예외 없이도 처음부터 한·미 FTA 위반 문

제는 발생하지 않음.  

 

2.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기사내용) 

 o “국내 대기업 시스템통합 업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는 한·미 FTA의 투

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o "국내 대기업이 미국인 투자자의 손을 빌려 정부의 방안을 무력화할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실관계) 

 o 한·미 FTA는 한·미 FTA 투자챕터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

과 보상, 이행요건 등)를 투자 유치국이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는 경우에 외국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를 제기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제11.16조). 

 o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의 제한은 정부조달챕터와 관련된 것으

로 한·미 FTA 투자챕터상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미국 투자자는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투자자-국가 소송제 문제점은” 한겨레신문 기사(11.1)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제 문제점은” 제하 11.1(화) 한겨레신문 기사는 사실관계

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중재판정부의 공정성

(기사내용) 

 o “현재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8명이지만 미국인은 

137명이나 된다"

 (사실관계) 

 o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은 모든 협약 당사국이 중재인 및 조정

인 각각 4명(총 8명)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약 제13조).

 o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ICSID 협약 당사국으로 공히 각각 8명의 후

보를 지명해 두고 있음. 

 o 기사에서 ICSID에서 활동하는 미국인이 137명이라고 한 것은 현재까

지 제기된 ISD 사건 총 390건중 미국(투자자 제소 또는 정부 피소)이 관여

된 사건이 123건에 달하는데 당사자(제소 투자자 또는 피소 정부)가 중재인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많은 미국인이 활동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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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6호   배포일시 : 2011.11.1(화)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2. 미국의 ISD 사례 관련

(기사내용) 

 o “미국기업,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뿐”

   - “현재까지 미국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모두 108건인데, 이 

가운데 패소한 것은 22건뿐이다."

 (사실관계) 

 o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의 투자자-국가 분쟁 통계(국제투자조약에 근

거한 분쟁, 2010년말 기준)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ISD

를 제기한 사례는 총 108건이며, 최종판결이 난  55건중 미국 투자자

는 22건(20.4%)을 지고, 15건(13.9%)을 이겼음.

 o 기사에서 패소가 20%뿐이라는 주장은 마치 미국 투자자가 ISD 사건의 

80%를 이긴 것처럼 오도하고 있음(실제 승소율은 13.9%에 불과).

3. 사법주권 훼손 주장

(기사내용) 

 o “검찰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 

 o 검찰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도 ISD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중재판정

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심리하게 되는 경우는, 국내사법절차에 있어서 적

법절차 등 외국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부인, 정당한 변론권의 박탈 등 재판 절차를 명백히 부당하게 진행) 위

반하였는지가 그 대상이 되는 때임.

 o 법해석 등에 관한 사법 판단 자체가 협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



금까지 파악된 바 없음.

 o 참고로, 기사에서 예시한 사례들은 각각 ① 동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ISD 절차에 제소한 사안으로 더 이상 중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Calmark Commercial Development Inc. v. 멕시코, 2002), ② 

법원의 적법한 판결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안(Mondev v. 미

국, 1999), ③ 중재협정상의 권리 자체를 무효화한 법원 판결에 대해 

협정 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안(ATA Construction, Industrial and 

Trading Company v. Jordan, 2008)들로서, 동 사례들은 사법 주권 

훼손의 예가 될 수 없음.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투자자소송서 패소하면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등 제하 

경향신문 기사(11.2) 관련

“신법 성격의 FTA, 국내법보다 우위” 등 제하 11.2(수) 경향신문 기사(김지

환·장은교 기자 등)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오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투자자소송서 패소하면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관련

 (기사내용) 

 o "한·미 FTA 협정문은 ‘FTA에 편입된 투자자-국가 제소에 의해 제

소국은 패소한 상대국의 불이행에 대해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 "한국이 국제중재에서 패소한 뒤 재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미국은 FTA 특혜관세의 정지라는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사실관계) 

 o ISD 중재재판부의 국가패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국이 그 판정

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모국이 이를 FTA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 동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결과를 피청구국이 이행하지 

않을 때 관세혜택의 정지와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FTA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사안임.

  o WTO 체제에서도 분쟁해결 절차상 피소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패

널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 승인을 얻어 

피소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음.

  o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SD 중재판정 불이행이 곧바로 상대국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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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보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역보복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인바, 동 기

사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관계를 누락하였음.

   ※ 중재판정 불이행 이후 무역보복까지의 절차

     ① 투자자의 모국이 동 분쟁을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② 패널 구성

     ③ 동 중재판정 불이행이 FTA 협정 위반이라는 패널 판정 확보

     ④ 피청구국이 패널의 판정 불이행시, 투자자의 모국이 무역보복 추진 가능

 (기사내용) 

 o “한국 정부는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일

본, 유럽공동체 등과 함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포함

돼선 안된다’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제출”

  - 이는 투자자 보호는 무역 규범내에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

한 것

 (사실관계) 

 o 2003년 제6차 칸쿤 WTO 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등 핵심 분야에 대

한 선진국-개도국간 극한 대립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한 협상으로서, 

  - 투자 분야는 소위 “싱가폴 이슈”의 4개 이슈중 하나로 DDA협상에 포

함할지 여부 그 자체가 쟁점이었음.

 o 우리는 동 협상시 ISD 등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신규 도입하기 보다

는 기존의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바,이는 다

자차원의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모습이 당시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입장이었음.

 o 이러한 다자차원의 입장과 병행하여 우리는 양자차원의 투자협정(BIT)

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였는 바, 2001~2003년간 총 12개를 체결하였으며 

모두 ISD를 포함하고 있음.

 (기사내용) 

 o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자료를 보면 투자자-국가소송제로 인한 분쟁은 

2009년 말 현재 모두 357건이고, 이 가운데 202건(57%)은 최근 5년 

사이 발생했다. 국제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

고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 

 o ISD 분쟁이 최근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세계화” 조류에 따라 해외투자가 더욱 활성화되

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신규 ISD 피청구국들은 대부분 국내법체계가 미비한 국가들이거나, 행

정력이 낙후된 국가임을 유념필요

 o 상기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 우리나라에 대한 제소가 없었다는 점은, 우

리나라의 법제도 및 행정제도가 공정/공평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신법 성격의 FTA, 국내법보다 우위” 관련

 (기사내용) 

 o “이종훈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적용범위는 투

자협정보다 한·미 FTA가 훨씬 더 넓어 국내 산업 보호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o FTA가 BIT보다 반드시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 제소 가능성이 높다

고는 볼 수 없음.

  - ISD 제기는 협정상의 의무위반을 실체적 요건으로 하는데, FTA와 

BIT 간에 이러한 협정상의 의무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투자

자의 보호 범위가 “설립전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ISD 제기 대

상이 넓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

   ※ 한·일 BIT에서처럼 BIT에서도 ‘설립전 투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어 

BIT가 반드시 ‘설립후 투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님.

3. “건보 당연지정제 소송당할 수도” 관련

 (기사내용) 

 o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

제와 보장성 강화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

다.”



   - “캐나다에서 민간 의료클리닉 분야에서 투자한 미국의 영리병원 트

러스트 기업인 센츄리온은 2008년 7월 캐나다 연방보건법을 중재절차에 

회부한 적이 있다.”

 o "대기업이 두부나 콩나물 등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해 사업에서 철수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 철수로 기업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 

 o 공적 건강보험체계와 관련된 우리 정부 정책은 한·미 FTA 협정의 적

용대상에서 배제되어(협정 제13.1조제3항가호) ISD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

보험 당연지정제가 ISD 대상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따라서,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우리 정부가 공적 건강보험과 관련

된 조치를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o 기사에서 예시한 Centurion 대 캐나다 사건(2008)은 캐나다내 외과수

술시설 설립(보건의료서비스)과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규제조치에 대한 

분쟁으로서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 캐나다는 NAFTA에서 

우리와는 달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유보하지 않았음.

  - 참고로 동 사건은 청구인이 공탁금을 예치하지 않아 중재 절차가 종

료되었음.

 o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ISD 제기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음.

  -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해당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 수용에 해

당되어 ISD 제기근거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FTA상의 판단 

기준(경제적 효과, 정부 조치의 성격, 합리적 기대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구체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국가정책에 의해 대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해당기업

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FTA 규정여부를 떠나 

우리 헌법상 당연한 것임.

4. “중남미, 미국 상대 제소 사례 없어“ 관련

(기사내용) 

 o “야당은 중남미 국가들은 FTA를 체결한 미국을 상대로 소송한 적이 없다



고 반박하고 있다"

 o “야당은 재판소 인적 구성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 “이 요건은 세계은행 총재를 다수 배출한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

에 있게 된다”

 (사실관계) 

 o 기사 내용은 중남미 국가들의 對美 투자가 미미하다는 현황을 무시

한 논리적 비약임.

   * 미 통계국(Census Bureau)의 2009년 기준 통계를 보면, 대미 총투자액 2조

1,145억불 중 중남미지역의 대미 투자액은 147억불에 불과(전체의 0.7%)

 o NAFTA의 경우, 멕시코 기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1건을 제기(Canacar 

v. 미국(2009), 현재 계류중)한 바 있음.

 o 제도적·경험적으로 제3의 중재인을 워싱턴에 소재한 ICSID 사무총장이 임

명한다고 해서 중재판정부가 중립적이지 못하며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무엇보다도 ISD상 개별 미국 기업의 이해와 미국 정부의 이해가 반드

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없음.

  - 실례로, NAFTA의 ISD 사례 중 ICSID에서 중재판정부의 최종 결정

이 있었던 사례 총 13건을 분석한 결과, 중재인 임명과 판정의 편파성

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사례 9건중 미측에 유리한 판정 6건, 불리한 판정 3건이 

있었던 반면,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례 4건중 미측에 유리한 판정 2건, 

불리한 판정 2건이 있었음.

5. "중남미 서민 울린 ‘투자자 소송’" 관련

 (기사내용) 

 o “대한민국 헌법은 123조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의무를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냉혹한 국제질서가 적

용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리비아와 페루의 사례는 생생이 경고

하고 있다.”



 (사실관계) 

 o 기사에서 언급한 벡텔 대 볼리비아 사건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로 중재

가 종료되어, 투자자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합의에 대한 배상금 지불은 없었음.

 o 동 사건의 근거가 된 네덜란드-볼리비아 BIT는 투자자에 대한 “내국

민대우” 등을 규정하였으나, 한·미 FTA와 같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유

보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참고로, 한·미 FTA에는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을 포함하는 환경 서

비스에 대한 포괄 유보 등 공공정책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 규제를 도입·강화할 수 있는 “미래유보(부속서II)"에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전기·

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초-중등 교육 및 성인교육 등 44개 분야를 기

재하여 공공정책 자율권을 확보 

 (기사내용) 

 o “1997년 과테말라의 철도운영권을 따낸 다국적회사 RDC는 과테말라 정부

가 철로 부근에 사는 불법거주자를 퇴거시키지 않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과테말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사실관계) 

 o 동 사건은 현재 진행중으로, 현 시점에서 동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

기는 어려움.

   - 참고로, 동 사건에서 투자자(RDC)와 과테말라 정부는 1997년 50년

간 철로시스템 재건·운영 및 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과테말

라 정부가 2006년 8월 철로 사용권이 국익에 반한다는 결의서(Lesivo 

Resolution)를 채택하였음.

   - 결의서 채택 이후 RDC에 대한 외부 투자가 끊겼으며, 2007년 9월 철

도 운행이 중단되고, 강도들이 철도를 해체함에 따라 상당부분의 교량

과 철로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기사내용) 

 o “페루 납 생산업체인 도 런 페루사의 최대주주인 렌코는 페루 국민들이 납 

중독 문제로 도 런 페루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페루 정부가 

불공정하게 다뤘다’며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

했다.”



 (사실관계) 

 o 동 사건의 경우, 2010년 12월에 중재의향서가 제출되어 중재절차

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현 시점에서 동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움.

   - 참고로, 도 런 페루社(DRP)는 페루 정부와 페루 라오로야시의 오염

정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페루 정부는 DRP에 제3자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서면 약속하였음.

   - DRP는 페루정부가 2007년에 페루 라오로야시의 주민들이 DRP를 상

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투

자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 앞에 맥없이 무릎“ 한겨레신문 

기사(11.2) 관련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 앞에 맥없이 무릎"제하 11.2(수) 한겨레신문 기사에

서 언급된 각종 사례(case)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 기사에서 언급된 ISD 사건들은 한겨레신문 기사의 주장처럼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 앞에서는 무력화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

의 정당한 공공정책에 대하여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실증적 사

례들입니다. 

1. 카길社 대 멕시코 

(기사내용)  

 o “... 멕시코 조세정책에 대해 ... 미국기업 3곳이 멕시코 정부를 중재절차에 

회부했고 중재심판부는 1억 918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사실관계) 

 o 중재판정부는 멕시코 정부의 조세조치와 관련된 2건의 중재판정(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 and Tate & Lyle Ingredients Americas, Inc. vs. 

Mexico(2007년), Cargill, Inc. vs. Mexico(2009년))에서 동 조치가 NAFTA 

제1102조(내국민대우) 및 제1106조(이행요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인 미국

기업에 총 1억 1080만달러(이자 및 소송비용 제외)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고과당옥수수시럽(HFCS : High fructose corn syrup) 등 설탕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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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를 사용하는 음료 등에 대해 20% 소비세 부과(2001.12월 도입)

 o 멕시코 정부의 조세조치는 정당한 정책목적을 지닌 공공정책으로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 199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멕시코간의 설탕 무역 분쟁의 일환

으로서 멕시코 정부가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

였음.

 o 따라서, 동 중재판정은 멕시코 정부가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조치를 도입한데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로서, 국가

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ISD제도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 

사례가 될 수 없음.

2. 아주리社 대 아르헨티나

(기사내용)  

 o “아주리는 1999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의 수도를 30년간 운영할 권리를 

따냈다. 그때부터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이듬해에는 독성 박테리아

까지 쏟아졌다. 지방정부가 2001년 운영권 협약을 종결하자 아주리는 중재절차

를 신청해 배상금을 받아냈다.”

 (사실관계) 

 o 아주리社의 수돗물 공급 차질, 독성 박테리아 발생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2000년 4월 아주리社에서 공급하는 물에서 조류(algae)가 발

견됨.

  - 그러나 이런 현상은 수돗물 정화시설 중 일부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 지방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동 사건에서 아르헨티나 지방정부는 정화시설을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어기

고, 계약 조건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을 불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류 발생 이후

에는 주민들에게 수도 요금을 지불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로 아주리社

에 피해를 준 것이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정책행위로 볼 

수 없음.



3.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기사내용)  

 o “중재심판의 특징은 (중략) 국가정책의 정당성이나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국가의 어떤 조처로 인해 투자자의 자산 가치가 감소했고, 이것이 협

정 위반이라면서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

 (사실관계) 

 o 동 사건은 멕시코 연방정부 및 州정부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의 건축-운영 

허가를 모두 받은 미국의 메탈클래드社가, 법적 권한이 없는 市정부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경우임(1997).

 o 동 사례는 정부의 정당한 환경정책이 도전 받을 수 있는 사례로 알려지고 있

으나, 실은 법적으로 보장되었던 투자자의 소유권이 부인되어 투자가치가 전면

적으로 영구히 박탈되는 경우에는 간접수용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참고로, “국가정책의 정당성이나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시 부분은, 

동 사건 발생 이후 멕시코 정부가 제정한 새로운 법이 투자자의 기존 재산, 신

뢰, 예측 가능성 등을 완전히 침해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법이 국가정책상 

필요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멕시코 정부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

이며, 일반적인 법리라고 보기 어려움.

4. 에틸 대 캐나다

(기사내용)  

 o 캐나다 정부에 의한 가솔린 첨가제(MMT)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ISD 절차를 

진행한 결과 1,300만불에 합의

 

(사실관계) 

o 동 사건은 1997년 캐나다 정부가 환경 및 공중보건 보호 등을 이유로 휘발유 

첨가제인 MMT에 대한 수입‧수출과 州間거래금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미국 

회사인 Ethyl社가 영업상 손실을 입게되어 발생한 사례임.



  - 캐나다측 조치의 ‘환경친화적’인 취지에도 불구, MMT가 州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환경친화적’ 목적을 가진 조

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져, 캐나다측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있기 전에 

제소 투자자와의 합의로 분쟁을 조기 종결함.

 o 캐나다측 조치는, 환경보호목적의 조치라는 캐나다측의 주장에도 불구, 사실

은 위장된 차별조치를 통해 자국 MMT 생산업체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

로 ‘국가의 정당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 끝 /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자료는 배포 즉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책임자 국제법무과장 박장우 02) 2110-3670

사진없음 매수 : 2매 담 당 자 검 사 나욱진 02) 2110-3671

제목 :법무부, 2006년 한-미 FTA 추진당시 투자자

국가소송제 사법주권 침해 “ 보도관련 해명

“법무부, 2006년 한-FTA 추진 당시 내부문건 투자자국가소송제 

사법주권 침해와 관련된 2011.10.31.자 기사(한겨레)는 중요한 부

분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ᄋ 민주당 김재윤 의원 ’11. 10. 30. 법무부 내부문건 공개

 ᄋ 법무부는 ’06년 당시 정부 공식입장과 달리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

 ᄋ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06. 07.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문제 제기, 이로 

인해 ISD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T/F 구성

- T/F에서는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나 제도의 삭제

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



□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ᄋ 법무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법무부는 ISD 관련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입장을 가진 바 없음

ᄋ 법무부는 협상 초기에 ISD 협정문 초안에 대해 국내법상 배치되는 조항들에 

대한 보완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T/F가 구성되었고,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이루어졌음

- 법무부는 미국 측과의 FTA 협상을 통하여 충분한 보완조치를 하였고,

-특히, 간접수용의 보상대상에서 ‘재산적 이익(property interests)’을 제외하

여 ‘재산권(property rights)'으로만 한정하였고, 간접수용에 우리나라 수용법제

의 핵심개념인 “특별희생(special sacrifice)" 법리를 추가하는 등 우리 헌법상

의 보상원칙을 반영하였으며(한-미 FTA 부속서 11-나),

-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공공복지 목적 조치의 분야에 보건, 안전, 환경 외

에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치”를 추가하고, 이러한 열거는 한정적이 아닌 예시

적 열거임을 각주에 명기하여 간접수용의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내법과 조

화를 이루었으며(한-미 FTA 부속서 11-나),

- 또한,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은 합의가 없는 한 제3국인으로 임명하고, 전체 

중재과정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공식 중재언어임을 규정하는 등 중재판정부

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음(한-미 FTA 제11.19조 제3항, 제11.20조 제3항 등)

ᄋ 따라서, ISD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The IGPAC report acknowledges the transparency provisions included in the 
KORUS, noting the following:

 “IGPAC members welcome those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that seek to provide greater transparency, allow non-party and 
amicus curiae submissions, and to consider whether claims or objections may 
be frivolous.”

On the other hand, some IGPAC members expressed some reservations about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particular, the IGPAC 
noted: 

 “Given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a well-developed legal system, some 
IGPAC members question the need for including any special investor-state 
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in this agreement, and would prefer, like the 
U.S.-Australia FTA, resolution of these types of disputes be left to the 

제 목 : “미국서도 ‘ISD 제외’ 의견 있었다” 제하의 한겨레신문 

기사(11.2, 인터넷판) 관련

“미국서도 ‘ISD 제외’ 의견 있었다” 제하 11.2(수) 한겨레 신문 인터넷 기

사(정은주 기자)에서 사실관계가 오도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o “지난달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

-미 자유무역협정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법정 자문기관인 정부간 정책자문위원

회(IGPAC)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유보 의견을 제시했다고 적

혀 있다.”

 (사실관계) 

 o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련 보고서 해당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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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vides a neutral, transparent, and binding 
mechanism to settle disputes that arise under the Chapter.

o 상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美 무역대표부의 28개 자문기구 중 하나인 “범

정부정책자문위(Intergovernmental Policy Advisory Committee, 

IGPAC)”의 보고서는 한·미 FTA 투자 분야의 협상결과, 특히 ISD에 대한 

협상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투명성 제고」,「제3자 의견제출권 도입」, 그리고「남소 방지를 위

한 방안(본안전 문제)」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환영하면서, 

  - 일부 IGPAC 위원들이 소수의견으로 ISD 관련 유보적인 의견을 피력

하였다고 기술함.

 o 동 유보적 의견은 일부 IGPAC 위원들이 소수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서,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시사한 것처럼 IGPAC가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유보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님.

 o 한편, 한-미 FTA의 ISD 제도에 대해 동 보고서가 “ISD제도는 투자 챕

터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립적이며, 투명하고, 구속력 있게 해결해 주

는 장치”라고 총론적으로 평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끝 /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The IGPAC report acknowledges the transparency provisions included in the 
KORUS, noting the following:

 “IGPAC members welcome those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that seek to provide greater transparency, allow non-party and 

제 목 : “미국서도 ‘ISD 제외’ 의견 있었다” 제하의 한겨레 신문 

기사(11.3), “한·미 FTA, 투자자소송 미국서도 ‘배제 의견’ 

있었다” 제하 경향신문 기사(11.3) 및 “박주선 ‘美에 정부도 

ISD 제외 선호했다” 제하 연합뉴스 기사(11.2) 관련

“미국서도 ‘ISD 제외’ 의견 있었다” 제하 11.3(목) 한겨레신문 기사(정은

주 기자), “한·미 FTA, 투자자소송 미국서도 ‘배제 의견’ 있었다” 제하 11.3(목) 

경향신문 기사(안흥욱 기자) 및 “박주선 ‘美에 정부도 ISD 제외 선호했다” 제

하 11.2(수) 연합뉴스 기사(정아란 기자)에서 사실관계가 오도된 부분이 있어, 이

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o “지난달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

국 무역대표부(USTR)의 법정 자문기관인 정부간 정책자문위원회(IGPAC)에

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유보 의견을 제시했다고 적혀 있다.” (한겨레

신문)

 o “’정부간 정책자문위원회(IGPAC)‘가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유보사항을 

명시했다” (경향신문, 연합뉴스)

 (사실관계) 

 o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련 보고서 해당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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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cus curiae submissions, and to consider whether claims or objections may 
be frivolous.”

On the other hand, some IGPAC members expressed some reservations about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particular, the IGPAC 
noted: 

 “Given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a well-developed legal system, some 
IGPAC members question the need for including any special investor-state 
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in this agreement, and would prefer, like the 
U.S.-Australia FTA, resolution of these types of disputes be left to the 
court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vides a neutral, transparent, and binding 
mechanism to settle disputes that arise under the Chapter.

o 상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美 무역대표부의 28개 자문기구 중 하나인 “범정부정

책자문위(Intergovernmental Policy Advisory Committee, IGPAC)”의 보고서

는 한·미 FTA 투자 분야의 협상결과, 특히 ISD에 대한 협상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투명성 제고」,「제3자 의견제출권 도입」, 그리고「남소 방지를 위한 방

안(본안전 문제)」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환영하면서, 

  - 일부 IGPAC 위원들이 소수의견으로 ISD 관련 유보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고 기술함.

 o 동 유보적 의견은 일부 IGPAC 위원들이 소수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기

사에서 시사한 것처럼 IGPAC가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유보의견을 공식

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님.

 o 한편, 한-미 FTA의 ISD 제도에 대해 동 보고서가 “ISD제도는 투자 챕터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립적이며, 투명하고, 구속력 있게 해결해 주는 장치”라

고 총론적으로 평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끝 /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미국 투자자가 소송 걸면 한국 정부 거부 못해” 제하의 

경향신문 기사(11.3) 관련

“미국 투자자가 소송 걸면 한국 정부 거부 못해” 제하 11.3(목) 경향신문 

기사(김지환 기자)에 대한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기사내용) 

 o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사전동의조항이 담

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더욱 강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사실관계) 

 o ISD 사전동의조항은 중재관할에 대한 피청구국의 사전적·일반적 동의

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투자협정의 핵심적 규정임(한·미 FTA의 경

우 제11.17조).

 o 당사국 재량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ISD 중재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은 ISD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최근 체결되는 

FTA나 투자보장협정에 이러한 사전동의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

음.

   - ISD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6개의 우리 FTA에 모두 포함

   - 또한, 한·중 투자보장협정(1992.12.4 발효)을 2007년 개정하여 사전

동의 규정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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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o “한국이 체결한 조약 96개 가운데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포함된 조약은 89

개였다. 이 중 한·미 FTA와 같이 사전동의조항이 포함된 조약은 31개였다. 

반면 사전동의조항이 없고 단순하게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 조약은 10개였다.”

 (사실관계) 

 o 2011.9.1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중인 투자 관련 협정 가운데 FTA 7개 

중 6개, BIT 85개 중 81개에 ISD가 규정되어 있는데(총 87개), 이 중 사전동

의규정은 모두 70개(무조건 동의규정 30개, 동의의무규정 40개)에 이름.

   - '무조건 동의규정'은 협정으로 동의의 의사표시가 완성되는 경우로서 

규정 자체에 의하여 관할이 생기고, '동의의무규정'은 별개의 서면동의

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정 위반을 

구성하게 되므로, 양자는 실제 법적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

 (기사내용) 

 o “투자 유치국 정부는 자국 내 투자자가 특정 분쟁을 국제중재로 끌고 갈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 

 o ISD 분쟁해결절차가 도입된 이상, 제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정부의 정당한 비차별적 정책 조치에 대하여는 ISD 제기 근거가 없으므로, 

중재에 소요되는 기간(2~3년)과 비용을 감안할 때, 패소할 것을 알면서

도 ISD에 회부하는 식의 남소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투자자소송 위험 법무부도 인정 교육자료로 배포“와 관련된 

2011. 11 5.자 기사(경향신문)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자료는 배포 즉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책임자 국제법무과장 박장우 02) 2110-3670

사진없음 매수 : 2매 담 당 자 검 사 나욱진 02) 2110-3671

제목 : “투자자소송 위험 법무부도 인정 교육자료로

배포” 보도관련 해명

□ 보도요지

❍ 법무부가 ’10. 6. 발간한 ‘국제투자분쟁 공무원 교육자료’에서 외

국인 투자자가 국제관습법상 공정 공평 대우 위반, 간접수용 등

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

우 승소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 ISD의 위험성을 인정

❍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 등이 ‘드문 상황’에 해당해 비례성을 일탈

하는 경우 간접수용을 구성한다고 밝힘



□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보호 대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취한 정치적 행위가 원래

의도는 투자조약상의 의무와 상관없이 취해졌다고 해도 중재에서

문제되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투자유치국이 공정

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불리한

쪽은 피청구국인 투자유치국”이라는 부분은 법무부가 ISD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교육자료의 전후 문맥을 

무시한 인용으로 사실을 왜곡하였음

- 즉 바로 앞 문단은 “국제법상 조약의무의 이행은 일국의 행정부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에 사법부의 판사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시한 정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국내적 권한 범위 내에서 수

행하는 행위들이 국제투자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 보도된 부분은 국제투자분쟁에서 선출직인 정치인(예컨대 지방자치

단체장)이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무시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경우의

위험성을 그 예를 든 것일 뿐 정당한 정책까지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님

❍ 법무부가 교육자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조치가 ‘드문 상황’에 

해당해 비례성을 일탈하는 경우에는 간접수용을 구성한다”고 밝

혔다는 부분은 위 자료 어디에도 위와 같은 구절은 존재하지 않음

❍ 법무부가 발간한 ‘국제투자분쟁 공무원 교육자료’는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로서 법무부의 공식입장이 아님



제 목 :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제하의 한겨레신문 기사(11.5) 관련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제

하 11.5(토)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는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부분

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미국 이행법 관련

 (기사내용) 

 o “(미국) 이행법에 포함되지 않는 협정의 내용은 그래서 미국에서 효력

을 갖지 못한다. 한-미 협정보다 미국 법이 우선하고, 협정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미국의 이행법이 명시한 이유다. 

(…) 정부는 국내법 적용은 당사국의 책임이라며 이행법을 자체 검증

하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 

 o 미 이행법 제102조는 한·미 FTA와 미 국내법의 서열관계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은 한·미 FTA 그 자체가 아닌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

해 국내법 체제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미국은 한·미 FTA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 FTA에 규

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을 동 이행법안을 통하여 빠짐

없이 모두 개정해야 하며, 추후 한·미 FTA협정과 국내법간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미 정부가 해당 미 국내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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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담함.

    ※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은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

개정 조치를 구할 것”이라고 명시

   - 참고로, 미국은 한·미 FTA뿐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의 이행법도 동일한 조항이 있으나, 153개 

WTO 회원국에서 우리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평등 조약 주

장과 같이 상기 미국의 이행체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음.

 o 상기와 같이 양국 법체제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에는 아무런 차

이가 없음.

   - 만일 미국이 이행법 개정이 미비한 경우, 미국은 한-미 FTA라는 국

제법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됨(우리는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통해 해결 가능).

 2) 투자자 보호 관련

 (기사내용) 

 o “중재가 끝난 197건의 승소 현황을 보면 투자자가 59건(30%), 국가가 

78건(40%)으로 국가가 이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합의가 60건(30%)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요구가 관철된 경우다. 승소와 합의를 

합치면 60%에 이른다.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2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활용

한 적이 없고, 미국 투자자의 제소 건수는 108건이다.”

 o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 것이 108건인데 55건이 확정됐고, 미국 투자자

가 15건(27%), 상대국이 22건(40%) 이겼다. 단순 비교하면 미국 투자자

의 패소율이 높다. 그러나 합의된 사건(18건)을 합친 비율은 60%에 이

른다. 반면 미국 정부가 피소된 15건 중 확정된 6건을 보면 미국이 모두 

이겼다.” 



o 판정 현황(2010년 말 현재)

계
종결 사건(197)

계류중 기타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390 78
(20.2%)

59
(15.1%)

60
(15.4%) 

164
(42.1%)

29
(7.4%)

o 미국 관련 ISD 현황(2010년 말 현재)

구분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계류중 기타 계

제소

(미국기업 → 외국정부)
22

(20.4%)

15
(13.9%)

18
(16.7%)

48
(44.4%)

5
(4.6%)

108

피제소

(외국기업 → 미국정부)
 6

(40%)
- -

 9
(60%)

-  15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UNCTAD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세계 ISD 중재사건 총 390건 중 

종결사건은 197건으로, 국가 승소는 78건, 투자자 승소는 59건

임.

 o 미국 관련 ISD는 총 123건으로 미국 기업의 제소건은 108건, 미국 정

부의 피제소건은 15건임.

    -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 중 15건 승소, 22건 패소함.

    - 미국 정부가 피제소된 15건 중 6건 승소함.

 

o 동 기사는 “합의”로 종결된 사례를 “전부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요구가 관철

된 경우다”라는 근거도 없는 가정을 통해 합의 사건도 투자자 승소 사례

와 같이 취급하여 투자자 승소를 60%로 부풀려 보도하고 있음.

   - 합의 사건은 비공개된 사건이 많아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개된 사건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이 

없이 종결된 사건이 많음.

 



3) 중재판정의 공정성 주장 관련

 

(기사내용) 

 o “국제중재기관은 한-미 협정과 국제법을 기초로 판정을 내린다. 문제는 

협정의 투자 조항이 미국의 법원칙과 판례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예

컨대 우리 헌법에는 없는 ‘간접수용’(명의 이전이나 몰수 없이 투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부의 조처)으로, 투자자가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 협정의 투자 조항이 미국의 법원칙과 판례를 따르고 있다는 기

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한·미 FTA는 NAFTA 이후의 ISD 제도 관련 새로운 국제협정 입법례를 

반영하되, 우리 법·제도상의 법리 등을 포함하여 양국의 법리 조화를 추구하

였음.

   - 간접수용 부속서 문안을 대폭 수정하여 우리 수용법제의 핵심개념인 ‘특별희

생’의 법리 등을 규정하고, 간접수용 예외인 공공복지정책의 예에 ‘부동

산가격안정화 정책’을 추가하였으며, 과세조치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포함

하여 공공정책적 규제권을 강화하였음.

 o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법상으로 간접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헌

법상 재산권의 제한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23조 

제3항), 헌법재판소도 보상이 필요 없는 사회적 제약과 구별하여 보상을 필

요로 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시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바 있음.

 (기사내용) 

 o “또 중재 판정을 맡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 산하기구



인데, 세계은행은 1946년 이후 줄곧 미국인이 맡아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명한 중재인·조정인 후보가 각 8명씩 있다. 그

러나 후보가 모두 중재인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제 중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미국인이 137명이지만,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 미국 관련 사건이 123건이

나 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1946년 이후 세계은행 총재를 줄곳 미국인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로 인해 세계은행 산하 ICSID의 중재판정이 미국측에 유리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임.

  - 중재인으로 활동한 미국인 수가 많은 것은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듯 전체 ISD 

사건 390건 중 미국(투자자 제소 또는 정부 피소)이 관여된 사건이 123건에 달

하기 때문에 당사자(제소 투자자 또는 피소 정부)가 중재인 1명의 지명토록 

하고 있는데 따른 당연한 현상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중재판정의 공정성

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4) 공공정책 침해 주장 관련

 (기사내용) 

 o “ . . .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제도는 협정의 적용을 받

는다. 영리병원이 제주에 설립된 뒤 부작용이 나타나도 미국 투자자에게 손

해배상금을 주지 않는 한 영리병원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을 맘대로 펴지 못

할 수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영리병원 제도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은 아니며, 전 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는 전혀 변하지 않음.

 o 정부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영리병원은 외국인투자 유

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일

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임.

   -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우리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제도 등 외국인투자유치 제

도와 함께 검토해야할 사안임. 

 o 아울러 의료법, 약사법 등의 국내 법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영리병원

에 대한 감독·규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법령 위반시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함.

 (기사내용) 

 o “사법부 판결도 국제중재의 대상이지만 정부는 법해석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

성만 따져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국인에게는 허용되

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미국 투자자에게는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 

 o ISD는 투자 유치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

적으로 채택한 제도인 바, 우리나라내 국내 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단순 비교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우리 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위가 보장됨.

  -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대우는 여타 국가들이 운영-유지중인 외국인투

자자에 대한 정책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o ISD절차가 내국 투자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외국 투자자에게만 이용가능한 

점은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임(즉,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와 달리 미국 정부 조치를 ISD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o 참고로, 우리나라는 향후 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인 바, 

중-장기적으로 ISD는 해외진출 우리나라 기업/투자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5) 쇠고기-쌀시장 관련

 (기사내용) 

 o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월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한-

미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쇠고기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실제로 

미국이 쇠고기 시장 수입 전면 개방을 위한 협상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협

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2008년 4월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상에서 한-

미 두 나라는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

를 요청하면 7일 안에 이에 응하도록 합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미 협정에서 쌀이 제외돼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쌀 관

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정부가 미국과 쌀 문제를 당연히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와 별개의 사안을 한·미 FTA와 결부시켜 기사화한 것은 독자를 오

도하는 것임. 

  - 쇠고기 관련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

는 한-미 FTA와 별개의 사안임.

  - 한·미 FTA는 부속서 2-나의 일반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제3항타호에서 

쌀 등에 대해 한·미 FTA 협정상 어떠한 의무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WTO 쌀 관세화 문제는 한·미 FTA와 무관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정부 가스요금억제·공항 운영계약 해지도 제소당해” 제하 한

겨레신문 기사(11.7) 및 “외교부 주장 ‘투자자소송 괴담’ ... 

법무부선 ‘위험대비를’” 제하 경향신문 기사(11.7) 관련

상기 제하의 11.7(화)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 및 경향신문 기사(김

지환 기자)는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ISD로 인한 정부의 정책자율권 위축 가능성 관련

 o 상기 기사에서 예시한 사례들은 투자유치국이 자의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취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입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ISD) 청구를 당한 사례들임. 동 사례들은 ISD의 위험성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

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ISD 청구 근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

증하는 사례임. 

 o 동 기사는 이러한 사례들을 예시하면서 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

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시사하고 있음. 그러나 2011.10.31일

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등 수차에 걸쳐 정부가 밝혔듯이, 한·미 FTA 협

정문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 설정, 개별분야에서의 정책권한 확보, 

현재유보·미래유보 등을 통하여 우리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ISD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기우임.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1019호   배포일시 : 2011.11.7(월)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2. 기사에서 언급된 정책유형별 사례에 관한 한·미 FTA 규정내용(예시)

 o (조세) 비차별적 과세조치는 협정의 예외이며,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

성하지 않는다고 명시(제23.3조 및 부속서 11-바) 

 o (공공서비스 민영화)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외국

인 투자 제한조치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명시(부속서 II(미래유

보)의 2번째 유보항목)

 o (공공요금) 공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지정한 독점업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

하는 경우, 공공요금에 대한 승인 권한을 우리 정부가 보유(제16장 각

주3)

 o (환경·보건 관련 조치)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원칙적으

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부속서11-나)

   - 또한, 사회서비스, 상하수도 등 환경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명시(부속서II(미래유보) 제7, 

12, 35번째 유보항목) 

 o (부동산 정책 관련)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도지역․지
구 지정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부속서11-나 제

3항나목)

 o (정부조달) 입찰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및 내국민대우 외에 어떠

한 추가적인 의무도 부과하지 않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민주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를 SSD(국가-국가 소송제)로 

바꾸자’” 제하의 한겨레신문 기사(11.7) 관련

“민주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를 SSD(국가-국가 소송제)로 바꾸자“ 제하 

11.7(월) 한겨레신문 기사(황준범, 이태희 기자) 관련, 한·미 FTA 규정 내용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가-국가 분쟁해결절차는 한·미 FTA 협정 제11장(투자)의 투

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와 별도로 제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에 이미 마련되어 있음. 

 o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물론, 협정상 어떠한 의무도 동 국가-국가 분쟁

해결절차의 대상이 됨. 당사국은 상대방 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협

정상 의무 위반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동 분쟁해결절차를 이

용할 수 있음.   

2. 한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결과 도출된 중재 판정부의 최종 

판정을 피청구국이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ISD 청구를 제기한 투자자

의 본국 정부가 자체 판단으로 한·미 FTA 제22장의 국가-국가 분쟁해결

절차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음.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1017호   배포일시 : 2011.11.7(월)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자료는 배포 즉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책임자 국제법무과장 박장우 02) 2110-3670

사진없음 매수 : 5매 담 당 자 검 사 나욱진 02) 2110-3671

제목 : ISD 관련 법무부 입장을 왜곡한 일부 언론

보도해명 및 법무부의 ISD 대응을 위한 노력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 발간 책자 등을 인용, 법무부

도 지난해 ISD의 위험성을 우려 또는 경고하였다거나 법무

부의 ISD 담당자가 1명뿐이어서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

의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

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최근 언론보도 요지

❍ 일부 언론에서는 법무부에서 2010년도에 발간한 교육교재 등 책

자를 인용, 마치 법무부가 지난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거나 독소조항을 

경고였다거나(2011. 11. 5.자 경향신문 2011. 11. 7.자 한겨레신

문 등), 정부정책이 광범위하게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로 인하여 정부 정책의 자율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법무

부가 분명히 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하였고(2011. 11. 6.자 머니투데이,

2011. 11. 7.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 법무부에 ISD 관련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하고, 정기인사로 자리변

동이 심한 현실 등에 비추어 ISD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함(2011. 11. 6.자 연합뉴스, 2011. 11. 7.

자 세계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등

 ❍ ISD에 대한 법무부의 기본 입장

- ISD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및 투자협정 등에 대

부분 포함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ISD 조항의 삽입은 

글로벌 스탠다드임

※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 페루 등과의 FTA 뿐만 아니라, 한일,

한중 투자협정 등 우리가 체결한 81개의 투자협정에 이미 포함

- ISD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적용되는 제도로서 해외에 진출하

는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고, 우리가 

투자할 나라에만 강요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외국 투자자에

게는 보장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또 ISD의 제소요건이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비차별적이고 정

당한 정부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영향을 받거나 위축될 가능성은 희박함

 ❍ 법무부 발간‘국제투자분쟁’관련 책자 관련 해명

- 법무부는 그 동안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한 책자들을 발간하

여 왔고, 이 책자들은 한-미 FTA만이 아닌 국제투자분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책자 발간의 주요 목적

① 그동안 다소 생소했던 ISD의 개념, 실무절차, 사례 등을 소개

하고,

② 외자유치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무원 및 공기업 직

원들에게는 외국인 투자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소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을 제공하고,

③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진출하는 국가 및 분야에

서의 다양한 투자협정 위반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투자분쟁

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법무부가 “소송”은 그 예방 및 대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다는 고려 하에 책자들을 발간하고 여러 사례를 소개

한 것에 대하여 마치 법무부가 ISD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또는 경고였다거나, 우리 정부의 정책이 광범위하게 ISD

제소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하여 정부 정책의 자율권이 제한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ISD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왜곡하였음

- 특히 법무부가 발간한 교육자료나 투자분쟁 가이드는 분쟁

의 사전예방 및 대비라는 목적을 위해 일말의 가능성이 있

는 모든 사례와 특이한 외국사례 등을 모두 망라함으로써 

투자분쟁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려는 것이지, 위 교육자

료나 가이드에 예시된 사례가 모두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

용된다거나 실제 그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것은 전혀 아님



※ 법무부 책자들에 소개된 사례들은 주로 후진국의 지극히 차별적이고 부

당한 정부조치에 대하여 ISD가 제기된 사안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되

거나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건도 

ISD 제소된 바 없음

- 또한, 일부 언론의 경우 전후맥락을 무시하고 책자의 일부

분만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의미를 왜곡, 이와 같이 왜곡된 

사실이 법무부의 입장인 것처럼 호도함

※ 한 실례로 미래최혜국 대우(MFN)는 한-EU FTA 등 투자협정에서 이미 

인정된 것임에도 마치 한-미 FTA에서만 특수성을 인정해 준 독소조항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거나, 간접수용의 경우에도 미국의 판례와는 달리 

우리 판례상 인정되는 “특별희생* 법리”를 삽입하는 등 우리헌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우리 헌법에 반하는 미국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왜곡(2011. 11. 7.자 한겨레신문 보도)

* 특별희생 : 재산권 제약행위가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인 제약에 해당하여 일반

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특정한 사인에게 불균형하게 가하

여진 손실

- 결론적으로 법무부 발간 책자들에는 ISD가 우리 주권을 침해

하는 등 잘못된 제도라거나, 위험성이 커서 우리나라에 도입

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라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고, 법무

부가 ISD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하거나 경고한 사실도 

없음

-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정부의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공공정

책은 ISD 우려가 없음



 ❍ 법무부의 ISD 대응을 위한 노력

- ISD가 포함된 투자협정은 전세계적으로 약 2,600개에 이르고 

있고, ISD 분쟁사례도 알려진 것만 약 390건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제소된 바 없음

- 그러나 소송은 그 예방 및 사전대비가 중요하고 매우 필요

한 사항이므로 법무부는 ISD에 대비하여 범정부적 국제투자분

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외자유치로 인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등 상대

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투자 

법률자문단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법무부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ISD를 담당하면서 ISD 국제

중재 전문 검사 3명, 변호사 사무관 1명 등이 ISD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근무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전문

성을 확보하였음



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일시

2011. 11. 8(화)

총 2 매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성진, 사무관 이두희
∙☎ (02)2110-8274, 6242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국토연구원 등 부동산 정책도 ISD 가능성 경고”보도 관련

□ 참고내용

ㅇ 국토연구원 등에서는 FTA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측면을 검토한 것임

- 특히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 연구의 주 목적이었음

* 직접수용은 아니나 정책․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

ㅇ FTA 협상시 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의 ISD 적용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2차(‘06.7)～8차(’07.3) 협상까지 집중 논의),

- 협정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명시한 바 있음

- 따라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ISD 제소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설령 제소된다고 하더라도 정부패소 가능성은 희박



ㅇ 아울러, 토지의 계획적 활용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지정이나 

행위규제” 등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으로

-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차별적 규제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미국․독일 등도 유사한 용도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독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

＜보도내용 (한겨레, 11.8)＞

ㅇ 국토연구원 등은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ISD 제소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

ㅇ FTA가 발효되면 부동산 정책의 축소 또는 국가보상금 지급 예상



제 목 : “재벌들, 투자자소송 앞세워 정부 규제에 저항 가능” 경향신문 

기사(11.14) 관련

“재벌들, 투자자소송 앞세워 정부 규제에 저항 가능” 제하 11.14(월) 경향

신문 기사(장은교 기자)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1. 투자자 적격 문제(당사자 쌍방에 공히 공용되나, 설명의 편의상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의 ISD 청구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

 o 한·미 FTA상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만이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

해 ISD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협정 제11.16조제1항), 국내 우리기업

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청구는 할 수 없음.   

 o 미국 투자자가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ISD 청구를 하는 경우, 국내기업

이 우리 정부의 해당 조치에 대해 국내법원을 통한 구제절차를 사전에 

포기하여야 하므로, 국내기업이 외국 투자자를 앞세워 ISD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과장된 우려임.

2. ISD 제소 대상

 o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ISD 청구를 하

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의 조치로 인해 당해 투자자가 손실 또는 손

해를 입었다는 사실로는 불충분하며, 해당 정부의 조치가 협정 의무 위

반※을 구성하여야 함(협정 제11.16조제1항). 따라서 협정위반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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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거나 동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정부의 정당한 규제조치는 

ISD 청구 근거가 되지 않음.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용 및 보상, 이행요건 제한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한금지 등

 o 특히, 한·미 FTA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는  “국내

규제” 도입은 당사국의 당연한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음(협정 제12.7조

제2항). 

3. 간접수용의 범위

 o “간접수용”은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재산권에 

단순한 침해가 발생한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몰수되는 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함(부속서 11-나 제3항). 

 o 조세의 경우, 한·미 FTA에서는 비차별적인 과세조치는 협정의 예외이

며,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제23.3조 및 부속서 11-

바)

4.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정책 자율권

 o 한·미 FTA는 우리 공공정책분야에 있어서는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 

설정, 개별분야에서의 정책권한 확보, 현재유보·미래유보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ISD에 대한 과도한 우려

는 기우임(한·미 FTA상 공공정책분야 자율성 확보상황(예시)에 대해서

는 2011.11.7일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참조).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연합뉴스 기획

기사(11.14) 관련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제하 11.14(월) 연합뉴스 기

획기사 내용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

다.

1.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

(기사내용 : 중재판정부 구성 관련)

 o “ICSID는 소송 건별로 3명의 중재인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데 분쟁 당

사자(투자사, 정부)가 각각 지명한 후보 4명 중 1명씩을 중재인으로 선

정한다. 의장 중재인은 선정된 중재인끼리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ICSID의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선임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하에서 ISD 중재 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됨. 분쟁 당

사자(투자자, 투자유치국)가 각각 1명을 중재인으로 임명하고, 분쟁당사자

가 합의하여 의장 중재인을 임명함(선임된 중재인이 합의하는 것이 아

님). 이 때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의장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협정 제1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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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 ICSID 회원국 탈퇴 관련)

 o “ICSID의 주요 피소 정부였던 베네수엘라가 회원을 탈퇴하면서 ISD 

제소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가 간 무역·투자협정이 늘

어나 분쟁 건수도 계속 증가세다.”

(사실관계)

 o ICSID 회원국(현재 147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볼

리비아와 에콰도르가 각각 2007년, 2009년에 ICSID를 탈퇴하였음. 

(기사내용 : 중재결과중 합의 관련)

 o 합의는 미국 기업의 피해보상 요구를 상대 정부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은 모두 33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사실관계)

 o 일각에서는 “합의”를 청구인(투자자)에 유리한 결정으로 간주하는 경향

이 있으나, 실제로 합의 사건은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

아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개된 사건

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이 없이 종결된 사건이 많기 때문

에, 합의사건 전체를 청구인(투자자)에 유리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기사내용 : 미국 정부 ISD 회부 관련)

 o “반대로 미국 정부가 ISD 제도로 피소된 것은 6건인데 모두 미국 정부

가 이겼다.”

(사실관계)

 o 미국 정부가 ISD에 회부된 건수는 15건이며, 이 중 최종 판정이 난 것

이 6건이며 9건은 진행중임.



(기사내용 : 사전동의 조항 관련)

 o “한국은 85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에 포

함된 ISD는 한국 정부가 사안에 따라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체가 무산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한·미 FTA와는 다르다.”

(사실관계)

 o ISD 조항이 들어가 있는 모든 FTA(6개)와 투자보장협정(BIT) 대부분(64

개)에 사전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총 87개중 70개). 따라서, 상당

수의 BIT의 경우에 우리 정부가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

체가 무산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2. ISD의 제소 범위 

(기사내용)

 o “ISD가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

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사실관계)

 o 기사에서는 제기사유로 “간접수용”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음. 

 o "간접수용“은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재산권에 

단순한 침해가 발생한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몰수되는 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경

우를 말함(부속서 11-나 제3항).

(기사내용)

 o “한국이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공공정책의 자

율성이 훼손되거나 ISD로 한국 정부가 피소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소송이 결국 정책의 위축

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 협정내용 중 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미 FTA협정상 ISD는 투자유치국의 

협정상 의무 등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

기가능함.

 o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은 ① 협정의 적용 배제, ② 예외, 

③ 개별 분야 정책 권한 확보, ④ 현재유보·미래유보를 통해 충분히 확

보되어 있음. (☞ 상세한 한·미FTA상 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예시)은 

2011.11.7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참조)

 o ISD 중재판정시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에도 ISD를 제기한 투자자에 대

해 금전적 보상만 해 주면 되고, 문제가 된 정부정책이나 조치를 수정

하거나 폐기할 필요는 없음(협정 제11.26조).    

(기사내용 : ISD 중재 비용)

 o “ISD 중재는 승소해도 이에 든 비용을 패소한 측이 물어주지 않아도 된

다는 점이 국내 재판과 다르다.”

(사실관계)

 o ISD 중재에서 패한 측이 비용을 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o ICSID를 통한 ISD 중재의 경우, 소송비용에 대해 명백하게 정해진 기

준은 없으며,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최근에는 패한 측에게 비용전체를 부담토록 하는 경향이 있음. 한편, 다

른 ISD 절차인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경우에는 패한 측 

부담이 원칙임. 따라서, ISD 제기시 질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상당함. 



3. 국민건강보험 ISD 제소

(기사내용)

 o “이는 '공공복지'의 정의를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

라 달라진다. AIA, 메트라이프 같은 미 보험사가 건강보험제도를 국

제중재단체에 제소하기 위해선 한국이 현 건강보험제도 체제를 유지

하는 것이 미 보험사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해

야 한다.”

(사실관계)

 o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협정 적용 자체가 배제됨(협정 제

13.1조제3항).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ISD 청구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움. 

4. 여타국가와의 FTA에 ISD 포함 여부

(기사내용)

 o “예를 들어 2007년 한중투자협정의 ISD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

라 허용된 투자에 대한 국가보증을 규정한 투자보증협정 형태로, 정부

의 일방적인 국유화 조치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제도

다.”

(사실관계)

 o ISD 제기는 협정상의 의무 위반을 실체적 요건으로 하는데, FTA와 

BIT간에는 협정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

용 및 보상, 송금 보장, 이행요건 등)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ISD

의 본질에 있어 FTA와 BIT간 차이가 없음. 실제로 한·중 투자협정상

의 ISD가 한·미 FTA상의 ISD와 그 성격과 절차면에서 차이가 없음. 



5. 의료비 폭등

(기사내용)

 o “하지만 한·미 FTA 체제 아래 영리병원이 생길 경우 의료비가 폭등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FTA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모두 인

정하는 부분이다.”

 o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금은 알 수 

없는 만큼 '맹장수술 900만원설'은 현재로선 괴담도 사실도 아닌 셈

이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 국민건강보험은 협정적용에서 아예 배제되고 의료서비

스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미래유보되어 있어 한·미 FTA로 인해 우리 

의료시스템에 변화가 전혀 없음. 

 o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이 개시(2006.6월) 되기 전인 2003년부

터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지역에 경제

자유구역을 설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임. 영리병원 제도

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님. 

 o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함. 영리병원은 경제

자유구역에만 국한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우리 의료서비스는 한·미 FTA로 인해 변하는 것이 없음. 따라서 설사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맹장수술 900만원설”의 예

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으며,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의료시스템이 우리에게 이식된다는 것

도 근거없는 주장임. 



6. 공공서비스 요금 폭등 

(기사내용)

 o “하지만 도시가스와 같이 이미 민간에 개방된 분야에 대해선 문제가 생

길 수 있다.”

(사실관계)

 o 정부는 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및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책 

자율성을 포괄적으로 한·미 FTA에서 명시하였음(미래유보 두 번째 유

보항목). 또한 민간의 참여가 허용된 공공 분야일지라도 요금에 대한 정부

의 통제권한은 그대로 유지됨(제16.2조 및 제16.3조).

 o 예를 들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현재 도시가스로 쓰는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지만 소매 판매는 민간기업이 담당함. 

한·미 FTA가 발효된 후에도 도시가스의 소매판매를 담당하는 민간기업

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 통제에 대

해 미국투자자가 ISD 청구를 제기할 근거가 없음.  

 o 참고로, 정부는 한·미 FTA상 공기업 또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어

떠한 약속도 한 바 없음. 

7.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카피약 사용 제약

(기사내용)

 o “다만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

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해 

왔는데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o “이는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

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에 특정기업이 제네

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해 재산권 



침해 여부를 물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 주는 것이다. 통보받

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와 시판이 금지된다.”

 

(사실관계)

 o 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 의약품을 시판하는 것은 당연히 특허권 침해

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정

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식약청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내 주고 

있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네릭 의약품이 시판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음.  

 o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

간(출원일로부터 20년) 중 특정기업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내에 특허권자

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시판허가를 내 주게 되므로, 제네릭 의약

품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됨(협정 제18.9조제5항). 

 o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한·미 FTA 발효 여부와 관계없

이 지금도 가능하고 향후에도 가능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그린벨트 지정 등 공공규제 ‘간접수용’ 해당땐 제소 대상” 한겨

레신문 기사(11.25) 관련

“그린벨트 지정 등 공공규제 ‘간접수용’ 해당땐 제소 대상” 제하 11.25(금)

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오도

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우리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o “특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사 등의 조처도 모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라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상당히 제

약받을 수 밖에 없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의 정당한 규제임에

도 불구하고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간접수용에 해당하게 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과 같

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의 예외로 명시

하고 있음(협정 부속서11-나).

 o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도시계획시설 등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 

   - 미국·독일 등도 유사한 용도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

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독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1090호   배포일시 : 2011.11.25(금)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 그린벨트지정 등의 용도제한이나 지구지정 조치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시민

건강을 위한 녹지 보존 목적의 보건환경정책 또는 교육환경조성 목적의 정책임.

   - 다만, “행위가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

와 같은 드문 상황”의 경우와 같이 비례성이 극단적으로 훼손된 예외

적인 경우에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보상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2. (기사내용)

 o “과거 분쟁사례를 보면, 선거로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바뀌고 경제정책

이 달라지는 경우 되레 외국인 투자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실관계)

 o 기사 내용은 오히려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비차

별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음.

 o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일관되게 이

루어진다면 ISD를 제기할 근거가 되지 않음. 

3. (기사내용)

 o “최근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는 양해각서(MOU)도 문제가 될 소

지가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지자체가 양해각서에 상세한 내

용을 담았다가 나중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설립전 투자 비

용’을 손해배상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

문이다”

   

  (사실관계)

 o “설립전 투자”는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 투자까지 포

함하는 개념이 아니며, 실제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토지 매입, 사무

소 개설 등)가 전제되어야 함. 

   - 그간 ‘설립전 투자 비용’에 관한 국제중재사례들은 설립전 투자 비용



을 투자로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음.

   - 또한, MOU상에 계약적 관계를 창설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 두면 이

에 따른 분쟁 발생 소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기사내용)

 o “우리 정부가 지자체의 정책 탓에 투자자-국가 소송제에서 패소했을 경

우 누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

시는 지난 7일 의견서를 내어 ‘소송에 패소할 경우 서울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지만 외교통상부는 ‘소송당사자는 국가’라고 일축했다“.

   

  (사실관계)

 o ISD는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

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서도 일차적 대응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게 됨.

 o 다만, 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시, 구체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간 내부적인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 구상권 행사

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부

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및 “한․미 

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에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

권까지” 한겨레신문 사설 및 기사(12.5) 관련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제하 12.5(월)일자 한

겨레신문 사설과 “한․미 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에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제하 12.5(월)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 내

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우리

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해석권’이 어디에 있는

가 당연히 사법부에 있다. 대외조약도 국내 법률과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사법부의 법률해석권도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사설)
   

  (사실관계)

 o 한․미 FTA를 포함하여 조약 등 국제법은 국가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로서, 이와 관련된 상대국과의 협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행

정부의 소관임. 한․미 FTA의 경우, 협정 제22.2조(공동위원회) 규정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대표로서 미국 무역대표와 협의하게 됨. 

   ※ 헌법 제73조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

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1125   호   배포일시 : 2011.12.5(월)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o 따라서, 조약의 경우, 법률과 달리 행정부가 체결․비준 권한을 가지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대국과의 협의주체도 행정부인바, 사법부는 구

체적인 소송이 제기되기 전 조약에 대한 사전적 심사는 할 수 없으나, 

협정과 관련된 사안이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될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해

석을 통하여 판결을 하게 되며,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해당

함. 

 o 한․미 FTA 협정 개정시에는 개정사항이 헌법 제60조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수하는 국내법률의 개정 등 입

법권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 소관임. 

2. (사설 및 기사내용) 

 o “외교부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 묻는 박의원실 질의에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

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답변했다

고 한다. 표현은 상당히 완곡하게 했지만 에프티에이 발효 뒤 구성될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사설)

  (사실관계) 

 o 박주선 의원실의 질의(6.8)에 대한 외교부 답변은 한․미 FTA 규정의 해석

권한에 대한 일반론에 입각한 답변임. 

   - 조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체결․비준 권한을 가진 행정부가 상대

국과 협의하게 되며, FTA의 경우 당사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공동위

원회 또는 무역위원회가 이에 해당되며, WTO의 경우 각료이사회 및 

일반이사회, 여타 국제협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국 총회 등이 이

에 해당됨. 

 o 당시 답변에서도 양 당사국 대표들이 협정을 해석할 때 국내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국 공식입장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됨을 분명히 

적시하였음. 

    ☞ 첨부 6.8자 박주선 의원실 질의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

   - 국제협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시, 그 사안과 관련한 협정문

의 해석에 대하여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 당사국간 합의된 해석이 있는 경

우, 법원은 그러한 해석을 국내법령, 사실관계 등과 함께 균형되고 객관적

으로 고려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

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

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협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감독기구로 양국간 통상책임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두는 것은 FTA 협정에서 일반적인 장치이며, 우리가 기

체결한 아세안, EU 등 여타 FTA에서도 동일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

어 있음. 

 o 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는 타방 당사국이 비밀을 요청하지 않는한 투

명성 원칙하에 공개됨. 

4.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사법권까지도 도전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대상에는 사법부 판결도 포함된다. 우

리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외국 투자자에게 제

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법 해석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만 

따져 주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외교부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 

넘겨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재심하게 되어 사법주권이 침해될 것이

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 관련 문제를 심리하게 되는 경우는, △ 적법절

차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부인, 정

당한 변론권의 박탈 등 재판 절차를 명백히 부당하게 진행) 등을 그 

대상으로 할 뿐임.

    ※ △ 국내 사법절차상 항소를 위해 필요한 보증증권 매입의무가 과도하여 자국

민과 외국 투자자를 차별하여 사실상 항소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Loewen v. 

미국, 1998), △ 사법부가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Petrobart v. 키르키즈스탄, 2003) 등임. 

  - 법해석 등에 관한 사법 판단 자체가 협정 위반으로 인정된 예는 파악된 

바 없음. 

 o ISD는 전세계 2,500여개의 양자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글로벌 스탠다

드이며,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전, 85개 BIT(양자투자보장협

정) 중 81개 BIT 및 한․EU FTA를 제외한 6개의 기체결 FTA에서 이

미 ISD조항을 도입하고 있음. 

    ※ 한․EU FTA의 경우, 개별국가와 양자 BIT를 통하여 ISD를 반영

 o 현행 WTO 체제하에서도 통상 분쟁해결은 독립적인 분쟁해결절차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음. 

 o 또한, ISD는 양국 상호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협정상

의 특혜도 미국 투자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5. (사설 및 기사내용)

 o “미국에서는 한․미 협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또 한․미 협정을 근

거로 개인이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미국의 이행법이 규정하

고 있다.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미국 사법체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얘기다.”(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한·미 FTA 협정내용이 반영된 미 국내법에 따

라 미국 법원에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공동위원회가 

양국간 합의로서 어떤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한 바 있다면, 그러한 해

석은 법원에 의하여 존중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o 또한, 우리 투자자는 ISD를 통해 미 정부를 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

음. 이러한 경우, 투자와 관련한 중재절차(ISD)에서 협정문상의 준거법 

등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중재판정부를 구속함을 명시하고 있

음(협정 제11.22조제3항 및 제11.23조제2항)

 o 아울러, 우리정부는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협정 제22장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여 미국내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음. 

첨부 : 박주선 의원실 질의(2011.6.8)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참고 참고  박주선 의원실 질의(2011.6.8)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

(박주선의원, 6/8자 요청)

22.2조에서 3항 라목에서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이 협정의 해석

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 지 여부 및 공동위원회가 법률에 해

당하는 이 협정문의 해석권을 가질 수 있는 지 여부

 □ 협정의 각 당사국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협정

에 대한 해석권을 보유하고 있음.

   o 국제협정의 해석은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내려

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FTA의 경우 공동위원회 또는 무역위원회가 

이에 해당되며, WTO의 경우 각료이사회 및 일반이사회, 여타 국제협

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국 총회 등이 이에 해당

   ※ 한·EU FTA 제15.1조3항 마목,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2항 등

 □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이 국내 사법심사를 구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음.

   o 그러나, 조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

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 부분 존

중할 것으로 예상

   o 아울러, 제22.2조제7항에 명시된 대로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

국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지는바,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양 당사국 

대표들은 국내의견을 반영한 자국 공식입장에 따라 여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



3. 협정의 불평등 주장 관련



제목 : “‘한·미 FTA’ 위에 미국법” 한겨레 신문 기사(8.12) 및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한·미 FTA 비준 안된다” 한겨레 신문 사설(8.12) 관련

“한·미 FTA가 미국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천적인 불평등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8.12(금) 한

겨레신문 기사 및 사설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 및 외교통

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 립니다.

1. (기사 및 사설 내용)

o “미국법과 한·미 FTA가 저촉․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하며, 협정의 어

느 규정이나 그러한 조항의 적용이 미국법과 상충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사실관계)

o 지난 7.7 미 의회(상․하원)의 비공식 축조심사(mock mark-up)를 마친 한·미 

FTA 이행법안에 “미국의 국내법과 한·미 FTA가 충돌할 경우 미국 국내에

서 미국법이 우선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이는 미국이 외국과 맺은 통상협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

한 미국 법률 체계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서, 동 문구는 WTO 이행법

안 뿐만 아니라, NAFTA, 모로코․호주․칠레와의 FTA 등 미국이 그

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안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o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안은 법안 모두(冒頭)에 한·미 FTA 협정문을 승인

(approve)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685호    배포일시 : 2011.8.12(금)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 (☎:2100-8105)



o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안에 상기 문구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

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

두 개정한다는 취지임.

- 동 입법취지는 한·미 FTA 이행법안과 동시에 제출된 한·미 FTA 행정

조치성명(SAA)*에서 미 행정부가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모든 법률 및 하위법령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

법안과 행정조치성명에 포함시켰다고 기술한데에도 나타나 있음.

- 또한, 동 행정조치성명은 협정 이행을 위한 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

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가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법령 개

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

    * 행정조치성명(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 FTA협정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미 행정부의 유권적 표현을 담고 있는 문서로서 

FTA 이행법안과 동시에 미 상하원에 제출

o 한편, 위에 설명한 한·미 FTA의 미국 국내법적인 효력 여부는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

지 않음.

- 만약 한·미 FTA와 미국 국내법간의 불일치 문제로 한·미 FTA의 미국 

국내법적 효력이 일부 상실된다고 할 경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

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미측의 협정 불이행에 따른 

국제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우리는 미측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협정 불이행은 분쟁해결 절

차의 대상이 될 것임.

- 따라서, 한·미 FTA 이행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동등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

으며, 한·미 FTA가 “원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2. (기사 및 사설 내용)

o “정부는 아직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한·

미 FTA와의 충돌가능성이 있다고 공공정책에 줄줄이 제동을 걸고 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에 

난색을 표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사실관계)

o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안의 내용이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우리의 국

제적 의무와 상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임.

o 이는 우리가 1995년부터 WTO 협정상 건설기계 대여서비스와 도·소매 유

통업을 이미 개방 약속한데 따른 것이며, 그 후 체결된 한·EFTA, 한·인도,

한·EU FTA 등에서도 동일한 개방 약속을 한 사항으로서 한·미 FTA에서 

새롭게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님.

3. (기사 및 사설 내용)

o “한·미 FTA는 곳곳에 불평등 조항을 담고 있다. 우선 전문에서부터 투

자자 보호와 관련해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넣어 차별대우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자는 미국의 연방 법률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은 협정으로 약속한 미국 투자자의 

권리를 국내 법률로 규제할 경우 협정 위반이 된다.”

(사실관계)

o 서문의 관련 내용은 국내법에 의한 투자자 보호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협정에 의하여 내국투자자보

다 더 나은 대우를 부여받지는 않는다는 선언적 문안이며, 동 문안 상

의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라는 문구는 예시적 문안으로서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 수준이 협정상의 수준 이상인 나라가 미국뿐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동 원칙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4. (기사 및 사설 내용)

o “미국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권한을 대부분 각 주의 정부에서 쥐

고 있는데, 협정은 50개 미국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허용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협정에서 ‘불합치’(유보) 항목으로 열거한 

사안이 아니면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법원까지도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는 양국 모두 지방정부의 현존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해 서

비스·투자 분야에서의 협정상 기본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미국

의 경우는 부속서 I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치 전부에 대해 현존 비합치조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키

로 하였음(제11.12조, 제12.6조, 제13.9조).

  ※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 서비스·투자 분야에 있어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등 한·미 FTA 협정상의 기본적 의무에 일치되지 않는 조치

o 다만, 미국 50개 주의 비합치 조치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기술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미국 입장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유보를 허용하되,

특정 주정부의 비합치조치가 우리 기업 등의 미국 진출에 장애요소

로 작용하는 경우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투명

성 차원에서 현존 주별 비합치조치의 예시적 목록을 협정문에 첨부하였

음.

- 이러한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도 자유화 후퇴방지(ratchet) 메커니즘

이 적용되므로 협정 발효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비합치조치를 도입하

거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할 수 없음.

o 한편, 지방정부 차원의 현존 비합치조치 인정과는 별도로 우리는 현

행 법·제도상 한·미 FTA의 의무와 비합치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



한을 분야별로 확보하고 있으며(현재유보, 47개 분야), 나아가 공익성이 높

은 분야와 향후 정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교

육·보건·사회서비스 등 44개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정부의 규제 권한

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

은 사실과 다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목 : “미국만 한국에 제소가능 … 법 충돌땐 한국만 개정” 제

하 한겨레 신문 기사(10.5) 및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 한겨레 신문 사설(10.5) 관련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우리쪽에 일방적으로 불

리한 내용이 포함돼,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지적한 10.5(수) 한겨레 신문 

기사 및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이라는 동일자 

한겨레 신문 사설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및 사설 내용)

◦ “미국측 이행법안은 ...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이 한·미 협정(FTA)보다 우

선”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한·미 협정(FTA)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

를 지니거나 ... 국내법에 우선한다.”

(사실관계)

◦ 조약,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제에 수용하는 방법은 나라마라 다를 

뿐, 이를 서열관계로 보는 접근은 옳지 않음.

◦ 지난 8.12자 우리부 보도자료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양국은 FTA

와 같은 통상협정을 국내법 체제로 수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 한·미 

FTA를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는 동일하게 부담하므로 한·미 FTA가 우

리나라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기사내용은 양국의 법체제

상의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임.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876호    배포일시 : 2011.10.5(수)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심의관) 김영무 (☎:2100-8120)



◦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FTA와 같은 조약은 국내

법 체제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국제법과 국내법의 일

원론적 체계)을 갖는 반면, 미국의 경우,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

국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지 않고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

법 체제로 수용되는 방식(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적 체계)을 취함.

-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한·미 FTA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

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하며, 추후 이행과정에서 한·미 FTA

의 특정 조항이 미 국내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한·미 FTA의 해당 조항이 국내법 규정을 대체하여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고 미 정부가 해당 미 국내법을 개정하는 추가적인 조

치를 취해야 됨.

-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은 바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이는 

한·미 FTA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에 상세

히 기술*되어 있으며, 한·미 FTA뿐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안에도 동일하게 규정).

* 한·미 FTA 행정조치계획(SAA) 1.c.: “미 행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발

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법안과 행정

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개정 조치를 구할 것임” (The Administration has

made every effort to include all laws in the implementing bill and to

identify all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Statement that must be

change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new U.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greement. .... If additional action is called for, the

Administration will seek legislation from Congress.")

◦ 한·미 FTA에 양국의 국내법 체제로의 수용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협

정문 제1.3조)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 미측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미측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협정 불이행은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2. (기사 및 사설 내용)

◦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한국투자자는 (미국 법원에서) 그럴 수 없다.”

(사실관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국내법 체계상 한·미 FTA는 그 자체

로 미국 국내법 체제에 수용되지 않고(즉, 이원론적 체계에서는 국제

법 자체가 자기집행력이 없음) 한·미 FTA 협정문의  권리·의무를 반

영한 한·미 FTA 이행법을 통해 미국내에 적용되므로, 미국내 우리 투자자

와 같이 대한민국 사인(私人)은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원용하여 미 법원

에 제소할 수 없으나, 한·미 FTA 협정문을 반영한 한·미 FTA 이행법 또

는 관련 미 국내규정에 근거하여 미국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으므로, 실

제 법적 구제제도 측면에서는 한국내 미국 투자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

리하지 않음.

◦ 한편, 한·미 FTA 이행법 및 행정조치계획(SAA)은 미국내 한국 투자자

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는 한·미 FTA상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음(이행법 제106조).

◦ 양국 투자자가 투자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 제소한 사안에 대

하여 ISD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면에서는 한·미 FTA상 미국내 우리 

투자자가 한국내 미국 투자자보다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음.

- 한·미 FTA 협정문 제11.18조 및 부속서 11-마에 따라, 한국내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단 한국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추후 ISD 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되나,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국내법원에 제소한 후에도 동 절차를 중단하고 

ISD 청구를 할 수 있음.

3. (기사 내용)

◦ “한·미 협정(FTA)으로 개정되는 미국쪽 법률은 .... 6개 뿐이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엔 24개나 된다.”

(사실관계)

◦ 양국의 법률 및 규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정대상 법률에 대한 단

순한 산술적 수치비교에 근거하여 어느 한 쪽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

을 주며 불평등하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음.

- 우리나라나 미국은 한·미 FTA상의 의무를 각자의 법령체제에 적합

한 방식으로 법률, 시행령 및 여타 하위법령에 규정하게 됨.

- 실제 법률개정의 경우에도 기사내용과는 달리, 미국은 한·미 FTA 이

행법을 통하여 8개 항목에 걸쳐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6개 항목의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기사 내용)

◦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하는 

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에 수

출될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

(사실관계)

◦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내 생산제품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적용 여

부는 한·미 FTA 발효후 1년내에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협

의·결정하도록 한·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한·미 FTA 발효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측이 동 위원

회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양국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될 예정임.

◦ 미측 행정조치계획(SAA)은 금번 제출한 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인해 

북한산 물품에 대한 기존 대북제재가 즉각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추후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 위원회”를 통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가능성을 부

인한 것은 아님.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 4개 … ‘미국법 이식’ 

” 한겨레신문 기사(11.2)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4개 … ‘미국법 이식’” 제하 11.1

(화) 한겨레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다수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해야 할 한국법은 23개인 반면 미국법은 4개

(기사내용)

❒ “한-미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자동차법에서부터 우편법, 의약법, 저작권

법, 공정거래법, 행정절차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23개의 법률를 개정해야 하

지만 미국이 바꾸는 법률은 관세법·무역법 등 4개뿐이다.”

 (사실관계)

❒ 우리법 체계와 미국법 체계의 차이로 도외시한 단순 개수 비교는 부적

절

  ◦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해 4개 기존 법률의 8개 항목을 개정

하고 6개 항목에 걸친 입법 사항을 새로 제정

※ 미국은 법을 제·개정할 때 하나의 법에서 다수의 개정·제정사항을 포괄하는 방식

을 채택

2. 우리의 일방적 의무규정이 과다하다는 지적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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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한쪽의 의무만 규정한 조항(shall)의 경우, 우리 쪽 의무규정 수

가 미국의 8배나 된다.”

(사실관계) 

❒ 해당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shall을 계산

하는 것은 부적절

  ◦ 이는 유보리스트, 이행의무 유예사항 등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규정

이 “Korea shall”로 시작함에도 ”shall“을 단순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간주한 결과

① 유보리스트, 이행의무 유보 등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한 규정인데도 shall이 들어

간 경우

- 서비스 유보리스트: 우리가 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보리스트에 우리는 91개, 미국은 18개의 shall을 계산

- 우리가 발효후 시차를 두고 이행하는 유예 사항(단계적 개방)은 협상 결과로 

획득한 것임에도 불구, 단순한 의무 사항으로 계산

- 양허표상 수입쿼터(TRQ)관련 부록: 미국은 시장개방 보완 수단으로 TRQ를 1개 

품목에만 설정한 반면, 우리는 16개 TRQ 품목에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오히려

이를 “Korea shall”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불리한 의무사항으로 계산

② 구속적이 아닌 표현인데도 의무사항으로 해석: 가령, “shall endeavor”나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같은 비구속적 사항도 개수 계산에 포함

3. 역진방지(ratchet) 규정 문제

(기사내용) 

❒ “특히 래칫조항(ratchet·역진방지)탓에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있어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되돌릴 수는 

없다.”

(사실관계)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래칫조항’은 서비스·투자 분야의 일부인 ‘현재

유보(부속서 I)’에 규정된 조치에만 적용되는 것임.

❒ 동 조항은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FTA 등 국내외 다수 협정의 서비



스 및 투자 분야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 개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

고 서비스의 점진적 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공공 서비스 등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운용과정에서 규제가 강

화될 수 있는 분야는 부속서 II(미래유보)에 기재하여, 우리 정부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규제를 도입·강화가 가능(미래 유보에는 ‘래칫조항’이 비

적용)

  ※ 미래유보: 보건·사회서비스, 방송 등 시청각분야, 전기·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초-중등 교육 및 성인교육 등 44개 분야

4. 우편 서비스/우체국 보험 개방

(기사내용)

❒ “한-미 협정에 따라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우편법이 개정됨으로써 우편사업은 국가 독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된다. … 모든 국제서류 배달서비스가 민간에 개방될 뿐만 아

니라, 중량이 350ｇ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통상요금의 10배가 넘는 경

우에도 민간이 송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사실관계) 

❒ 현행 우편법상 우정당국의 신서독점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상황인바, 이미 국내 각종 택배회사, 퀵서비스 및 DHL, UPS 등 다

국적 특급배달업체들이 수년전부터 서류송달 업무를 영위중임.

  ◦ 우정사업본부측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그간 개정을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2003년 DDA 1차 양허안에 "특급배달" 업종을 신규 양허하고, 

한-EU FTA에서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 포함

❒ 따라서, 국회에 계류중인 우편법 개정안은 “한-미 FTA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임.

(기사내용) 

❒ “민영보험에 길을 터주고자 우체국보험을 강력히 견제하는 장치도 마



련된다. 이와 관련해 개정되는 법률이 우체국예금보험법이다. 우선 규

제 감독권이 지식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옮겨져 우체국보험이 

민영보험과 동등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사실관계) 

❒ 한·미 FTA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정부기관임을 확

인하여, 금융챕터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지경부 우정사업본부는 발효 

후에도 우체국 보험에 대한 규제 권한을 계속 보유함.

  ◦ 단,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감독 강화

를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발효 후 2년간 유예된 사항임.

5. 지재권 집행 강화

(기사내용)

❒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

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 탓이다.”

(사실관계) 

❒ 상기 사항에 대한 국내제도는 변동이 없으며, 현행 민사집행법으로 이

행 가능한 사항임. 

  ◦ 한·미 FTA 제18.10조제17항은 일방적 잠정조치 요청에 대해 신속하

게 대응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한·미 FTA로 인해 가처분 등의 결

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

(기사내용) 

❒ “한미 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도입해, 권

리자의 고소 없이도 세관원과 검사들이 지적재산권 집행을 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관계) 

❒ 한·미 FTA 제18.10조제22항은 상표권·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고

소 없이 직권으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

법 제235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

(기사내용) 

❒ “미국 아메리칸대학이 공개한 지적재산권 보고서는 최근 미국 의회가 승인

한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한·미 FTA에서는 영

화관에서의 불법녹화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 OECD 국가인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나 파나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

화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며, 우리 영화의 지재권 보호도 긴요함.

❒ 한·미 FTA 제18.10조제29항은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

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함.

  ◦ 제작 비용이 막대한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영화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

6.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기사내용) 

❒ “복제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특허권자한테 이를 통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실관계) 

❒ 동 통지는 식약청장이 아닌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함. 별도

의 임상실험없이 기존 특허권자의 자료를 사용하여 복제약 시판 허가를 



신청한 자가 원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것임.

(기사내용) 

❒ “결과적으로 싼값의 복제약 출시가 늦어져 국내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실관계) 

❒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 동 제도는 모든 복제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복제약의 시판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

❒ 호주의 경우, 미·호주 FTA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기시행중이나 호

주내 복제약 출시지연 또는 약가상승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음.

(기사내용) 

❒ “세계에서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다.” 

(사실관계)

❒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특허 신약

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국내 제약업계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제도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

으므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님. 

7. 동의의결제 도입

(기사내용) 

❒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동의의결제’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도 미

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관계) 

❒ 동 제도는 한·미 FTA와는 별개로 2005년부터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의 선

진화와 기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온 제도임. 

❒ 동 제도는 현행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방식에 비해 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 ②사건 조사·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 경

감, ③가격인하 등 소비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보상 가능 등의 이유로 주요 

국가에서 대부분 도입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그 도입을 반기고 있는 제도

임.

   ※ 일본(1959년), EU(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국가에도 보편화

8. 자동차 세수 감소

(기사내용) 

❒ “한·미 FTA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은 미

국 업체에 돌아가며,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 5년간 총 3조 8189억원의 

세수가 감소”

(사실관계)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성장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

로 연평균 5.4조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국내 소비자

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사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기준도 미국 잣대에 맞춰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정하게 돼 있는 초저배출 차량 기준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규정집보다 더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미 협정에서 명



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1.바」에서 규정되어 있음. 

  ◦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

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배

출가스 기준을 캘리포니아주가 정하는 것은 아님.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목 :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제하 11.2

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언급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 제기 쟁점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제하 11.2일자 경향신문에 보

도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5대 쟁점 보고회 내용중 “영리병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서울시와 경기도 학교급식” 등 일부 쟁점 사항

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급되지 않은 쟁점 사항의 경우, 정부 입장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도

로 기술하지 않았음.)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기사내용)

  o “한·미 FT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세계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만

들어진 협정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하지

만 한·미 FTA에는 이러한 사정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o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당시부터 금융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금

융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인식·제기하여 다양한 

안전장치를 협정문에 반영하였음.

   - 금융시장의 안전성 제고,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포

함하는 금융 건전성 정책을 협정의 예외로 확보하고,

   -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 상황을 감안, 외환위기 발생시 우리 외국환거

래법상의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95호   배포일시 : 2011.11.2(수)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o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건전성 조

치를 비롯하여 금융 시장 교란 방지 및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음. 

2. 한·미 FTA의 양국 내 법적 지위

 (기사내용)

  o “한·미 FTA는 한국에선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면 국내법의 지위를 부

여받는다. 하지만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을 보면, 미국은 이 협정

이 미 국내법보다 후순위라는 게 명시돼 있다.”

 (사실관계)

  o 이미 우리부 보도자료(8.12, 10.5) 등을 통해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한·미 FTA를 양국의 국내법 체제로 수용하는 방식상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

법적 의무(협정문 제1.3조)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o 조약,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제에 수용하는 방법은 나라마다다를 

뿐, 이를 서열관계로 보는 접근은 옳지 않음.

3.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기사내용 : 약사법 개정안에 시판방지조치 관련 사항 누락)

  o “약사법 개정안은 첫 번째 단계만 들어가 있고 3년 유예된 시판허가 

금지에 대한 정부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o 의약품 시판방지조치(협정 제18.9조제5항나호)는 2012.12월 추가협상 결

과에 따라 협정 발효 후 3년 이후부터 적용될 사안이므로 금번 약사

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3년 유예기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기사내용 : 값싼 복제약 이용 기회 감소)

  o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들이 보다 싼값에 효과있는 복제

약을 이용할 기회가 줄어든다.” 



 (사실관계)

  o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단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복제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그 중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부 복제약의 

시판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적용됨. 

  o 미국과의 FTA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호주

의 사례를 보더라도, 복제약 출시지연 또는 약가상승이 거의 발생하

지 않았음. 

 (기사내용: 허가·특허 연계제도 비용 추계)

  o “2007년에 했던 경제적 성과 분석이 그대로 제출됐다. 추계방법도 과

학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변수도 잘못 설정했다.”

 (사실관계)

  o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2011년 8월 다시 실시하

여 제출하였으며, 추계방법 및 변수 설정 등 합리적인 분석 방법을 

설정하였음.

4.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기사내용)

  o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단서조항은 바뀌거나 삭제돼야 한다.”

 (사실관계)

  o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에도 불구, 어려운 협상

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

원회」를 가동,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지정을 통한 

특례 원산지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합의

   - 향후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무역지대를 추후 역외가공지대



로 인정 가능

  o 미국의 현행 대북제재 정책상 북한산 제품의 미국 수입은 미 재무

부의 허가제로 운영되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나, 동 대북

제재 정책으로 인해 향후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님. 

5. 영리병원

 (기사내용)

  o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6군데 있는데 영리병원이 고착화되면 문제

가 생겨도 영리병원제도 자체의 취소가 불가능하다.” 

 (사실관계)

  o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지역

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영리병

원 허용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임. 영리병원 제도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님.  

  o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제도는 우리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함께 검토해야할 사안임. 

  o 영리병원 제도 폐지 여부는 우리의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연속성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며, 신중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동 정책 추진시의 국가적 비

용,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 국민 혼란 등의 측면에서 심도 깊은 고려 

필요

  o 아울러 의료법, 약사법 등의 국내 법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의료 영

리법인에 대한 감독·규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 영리법인의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



6.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교급식

 (기사내용) 

  o “한·미 FTA는 지자체의 경비지원으로 시행되는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

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사실관계) 

  o 한·미 FTA 정부조달 의무는 양허표에 기재된 기관의 조달행위만 적

용되는 것이므로,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한·미 FTA 정부조달상의 내국민 대우 의무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

음. 

  o 아울러, 양허표에 기재된 중앙정부기관에 대해서도 학교급식 분야는 정

부조달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하였으므로, 한·미 FTA가 발효

되어도 우리 농산물을 우대하는 학교급식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

함. 

 

7. 상충법률

 (기사내용) 

  o “정부가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가 한·미 FTA와 상충하는지 파

악하지 못하다.”

 (사실관계) 

  o 현재 국회 각 소관 상임위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개정법

률이 심의중임. 우리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개정

법률 입법이 마무리 되는대로 하위법령 정비작업을 본격 진행할 예

정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제하의 한겨레신문 기사(11.5) 관련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제

하 11.5(토)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는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부분

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미국 이행법 관련

 (기사내용) 

 o “(미국) 이행법에 포함되지 않는 협정의 내용은 그래서 미국에서 효력을 갖

지 못한다. 한-미 협정보다 미국 법이 우선하고, 협정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미국의 이행법이 명시한 이유다. (…) 정부는 국내

법 적용은 당사국의 책임이라며 이행법을 자체 검증하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 

 o 미 이행법 제102조는 한·미 FTA와 미 국내법의 서열관계를 명시한 것이 아니

라, 미국은 한·미 FTA 그 자체가 아닌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

법 체제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미국은 한·미 FTA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 FTA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을 동 이행법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해야 하며, 추후 한·미 FTA협정과 국내법간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미 

정부가 해당 미 국내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의무를 부담함.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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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은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개정 조치를 구할 것”이라고 명시

   - 참고로, 미국은 한·미 FTA뿐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

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의 이행법도 동일한 조항이 있으나, 153개 WTO 회

원국에서 우리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평등 조약 주장과 같이 상

기 미국의 이행체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음.

 o 상기와 같이 양국 법체제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상의 의무

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만일 미국이 이행법 개정이 미비한 경우, 미국은 한-미 FTA라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됨(우리는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통해 해결 

가능).

 2) 투자자 보호 관련

 (기사내용) 

 o “중재가 끝난 197건의 승소 현황을 보면 투자자가 59건(30%), 국가가 78건

(40%)으로 국가가 이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합의가 60건(30%) 있다. 전부

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요구가 관철된 경우다. 승소와 합의를 합치면 60%에 

이른다.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2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고, 미국 투자자

의 제소 건수는 108건이다.”

 o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 것이 108건인데 55건이 확정됐고, 미국 투자자가 15

건(27%), 상대국이 22건(40%) 이겼다. 단순 비교하면 미국 투자자의 패소율

이 높다. 그러나 합의된 사건(18건)을 합친 비율은 60%에 이른다. 반면 미국 

정부가 피소된 15건 중 확정된 6건을 보면 미국이 모두 이겼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판정 현황(2010년 말 현재)

계
종결 사건(197)

계류중 기타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390 78
(20.2%)

59
(15.1%)

60
(15.4%) 

164
(42.1%)

29
(7.4%)

o 미국 관련 ISD 현황(2010년 말 현재)

구분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계류중 기타 계

제소

(미국기업 → 외국정부)
22

(20.4%)

15
(13.9%)

18
(16.7%)

48
(44.4%)

5
(4.6%)

108

피제소

(외국기업 → 미국정부)
 6

(40%)
- -

 9
(60%)

-  15

 o UNCTAD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세계 ISD 중재사건 총 390건 중 종결사

건은 197건으로, 국가 승소는 78건, 투자자 승소는 59건임.

 o 미국 관련 ISD는 총 123건으로 미국 기업의 제소건은 108건, 미국 정부의 

피제소건은 15건임.

    -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 중 15건 승소, 22건 패소함.

    - 미국 정부가 피제소된 15건 중 6건 승소함.

 

o 동 기사는 “합의”로 종결된 사례를 “전부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요구가 관철된 경

우다”라는 근거도 없는 가정을 통해 합의 사건도 투자자 승소 사례와 같이 취

급하여 투자자 승소를 60%로 부풀려 보도하고 있음.

   - 합의 사건은 비공개된 사건이 많아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개된 사건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이 없이 종결된 

사건이 많음.

 

3) 중재판정의 공정성 주장 관련



 (기사내용) 

 o “국제중재기관은 한-미 협정과 국제법을 기초로 판정을 내린다. 문제는 

협정의 투자 조항이 미국의 법원칙과 판례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예

컨대 우리 헌법에는 없는 ‘간접수용’(명의 이전이나 몰수 없이 투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부의 조처)으로, 투자자가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 협정의 투자 조항이 미국의 법원칙과 판례를 따르고 있다는 기

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한·미 FTA는 NAFTA 이후의 ISD 제도 관련 새로운 국제협정 입법례를 

반영하되, 우리 법·제도상의 법리 등을 포함하여 양국의 법리 조화를 추구하

였음.

   - 간접수용 부속서 문안을 대폭 수정하여 우리 수용법제의 핵심개념인 ‘특별희

생’의 법리 등을 규정하고, 간접수용 예외인 공공복지정책의 예에 ‘부동

산가격안정화 정책’을 추가하였으며, 과세조치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포함

하여 공공정책적 규제권을 강화하였음.

 o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법상으로 간접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헌

법상 재산권의 제한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23조 

제3항), 헌법재판소도 보상이 필요 없는 사회적 제약과 구별하여 보상을 필

요로 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시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바 있음.

 (기사내용) 

 o “또 중재 판정을 맡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 산하기구

인데, 세계은행은 1946년 이후 줄곧 미국인이 맡아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명한 중재인·조정인 후보가 각 8명씩 있다. 그

러나 후보가 모두 중재인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제 중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미국인이 137명이지만,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 미국 관련 사건이 123건이

나 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1946년 이후 세계은행 총재를 줄곳 미국인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로 인해 세계은행 산하 ICSID의 중재판정이 미국측에 유리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임.

  - 중재인으로 활동한 미국인 수가 많은 것은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듯 전체 ISD 

사건 390건 중 미국(투자자 제소 또는 정부 피소)이 관여된 사건이 123건에 달

하기 때문에 당사자(제소 투자자 또는 피소 정부)가 중재인 1명의 지명토록 

하고 있는데 따른 당연한 현상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중재판정의 공정성

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4) 공공정책 침해 주장 관련

 (기사내용) 

 o “ . . .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제도는 협정의 적용을 받

는다. 영리병원이 제주에 설립된 뒤 부작용이 나타나도 미국 투자자에게 손

해배상금을 주지 않는 한 영리병원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을 맘대로 펴지 못

할 수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영리병원 제도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은 아니며, 전 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는 전혀 변하지 않음.

 o 정부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영리병원은 외국인투자 유



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일

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임.

   -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우리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제도 등 외국인투자유치 제

도와 함께 검토해야할 사안임. 

 o 아울러 의료법, 약사법 등의 국내 법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영리병원

에 대한 감독·규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법령 위반시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함.

 (기사내용) 

 o “사법부 판결도 국제중재의 대상이지만 정부는 법해석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

성만 따져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국인에게는 허용되

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미국 투자자에게는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 

 o ISD는 투자 유치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

적으로 채택한 제도인 바, 우리나라내 국내 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단순 비교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우리 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위가 보장됨.

  -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대우는 여타 국가들이 운영-유지중인 외국인투

자자에 대한 정책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o ISD절차가 내국 투자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외국 투자자에게만 이용가능한 

점은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임(즉,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와 달리 미국 정부 조치를 ISD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o 참고로, 우리나라는 향후 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인 바, 



중-장기적으로 ISD는 해외진출 우리나라 기업/투자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5) 쇠고기-쌀시장 관련

 (기사내용) 

 o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월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한-

미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쇠고기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실제로 

미국이 쇠고기 시장 수입 전면 개방을 위한 협상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협

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2008년 4월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상에서 한-

미 두 나라는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

를 요청하면 7일 안에 이에 응하도록 합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미 협정에서 쌀이 제외돼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쌀 관

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정부가 미국과 쌀 문제를 당연히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와 별개의 사안을 한·미 FTA와 결부시켜 기사화한 것은 독자를 오

도하는 것임. 

  - 쇠고기 관련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

는 한-미 FTA와 별개의 사안임.

  - 한·미 FTA는 부속서 2-나의 일반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제3항타호에서 

쌀 등에 대해 한·미 FTA 협정상 어떠한 의무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WTO 쌀 관세화 문제는 한·미 FTA와 무관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및 “한․미 

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에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

권까지” 한겨레신문 사설 및 기사(12.5) 관련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제하 12.5(월)일자 한

겨레신문 사설과 “한․미 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에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제하 12.5(월)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 내

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우리

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해석권’이 어디에 있는

가 당연히 사법부에 있다. 대외조약도 국내 법률과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사법부의 법률해석권도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사설)
   

  (사실관계)

 o 한․미 FTA를 포함하여 조약 등 국제법은 국가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로서, 이와 관련된 상대국과의 협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행

정부의 소관임. 한․미 FTA의 경우, 협정 제22.2조(공동위원회) 규정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대표로서 미국 무역대표와 협의하게 됨. 

   ※ 헌법 제73조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

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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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o 따라서, 조약의 경우, 법률과 달리 행정부가 체결․비준 권한을 가지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대국과의 협의주체도 행정부인바, 사법부는 구

체적인 소송이 제기되기 전 조약에 대한 사전적 심사는 할 수 없으나, 

협정과 관련된 사안이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될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해

석을 통하여 판결을 하게 되며,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해당

함. 

 o 한․미 FTA 협정 개정시에는 개정사항이 헌법 제60조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수하는 국내법률의 개정 등 입

법권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 소관임. 

2. (사설 및 기사내용) 

 o “외교부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 묻는 박의원실 질의에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

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답변했다

고 한다. 표현은 상당히 완곡하게 했지만 에프티에이 발효 뒤 구성될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사설)

  (사실관계) 

 o 박주선 의원실의 질의(6.8)에 대한 외교부 답변은 한․미 FTA 규정의 해석

권한에 대한 일반론에 입각한 답변임. 

   - 조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체결․비준 권한을 가진 행정부가 상대

국과 협의하게 되며, FTA의 경우 당사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공동위

원회 또는 무역위원회가 이에 해당되며, WTO의 경우 각료이사회 및 

일반이사회, 여타 국제협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국 총회 등이 이

에 해당됨. 

 o 당시 답변에서도 양 당사국 대표들이 협정을 해석할 때 국내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국 공식입장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됨을 분명히 

적시하였음. 

    ☞ 첨부 6.8자 박주선 의원실 질의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

   - 국제협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시, 그 사안과 관련한 협정문

의 해석에 대하여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 당사국간 합의된 해석이 있는 경

우, 법원은 그러한 해석을 국내법령, 사실관계 등과 함께 균형되고 객관적

으로 고려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

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

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협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감독기구로 양국간 통상책임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두는 것은 FTA 협정에서 일반적인 장치이며, 우리가 기

체결한 아세안, EU 등 여타 FTA에서도 동일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

어 있음. 

 o 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는 타방 당사국이 비밀을 요청하지 않는한 투

명성 원칙하에 공개됨. 

4.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사법권까지도 도전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대상에는 사법부 판결도 포함된다. 우

리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외국 투자자에게 제

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법 해석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만 

따져 주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외교부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 

넘겨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재심하게 되어 사법주권이 침해될 것이

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 관련 문제를 심리하게 되는 경우는, △ 적법절

차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부인, 정

당한 변론권의 박탈 등 재판 절차를 명백히 부당하게 진행) 등을 그 

대상으로 할 뿐임.

    ※ △ 국내 사법절차상 항소를 위해 필요한 보증증권 매입의무가 과도하여 자국

민과 외국 투자자를 차별하여 사실상 항소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Loewen v. 

미국, 1998), △ 사법부가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Petrobart v. 키르키즈스탄, 2003) 등임. 

  - 법해석 등에 관한 사법 판단 자체가 협정 위반으로 인정된 예는 파악된 

바 없음. 

 o ISD는 전세계 2,500여개의 양자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글로벌 스탠다

드이며,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전, 85개 BIT(양자투자보장협

정) 중 81개 BIT 및 한․EU FTA를 제외한 6개의 기체결 FTA에서 이

미 ISD조항을 도입하고 있음. 

    ※ 한․EU FTA의 경우, 개별국가와 양자 BIT를 통하여 ISD를 반영

 o 현행 WTO 체제하에서도 통상 분쟁해결은 독립적인 분쟁해결절차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음. 

 o 또한, ISD는 양국 상호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협정상

의 특혜도 미국 투자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5. (사설 및 기사내용)

 o “미국에서는 한․미 협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또 한․미 협정을 근

거로 개인이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미국의 이행법이 규정하

고 있다.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미국 사법체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얘기다.”(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한·미 FTA 협정내용이 반영된 미 국내법에 따

라 미국 법원에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공동위원회가 

양국간 합의로서 어떤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한 바 있다면, 그러한 해

석은 법원에 의하여 존중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o 또한, 우리 투자자는 ISD를 통해 미 정부를 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

음. 이러한 경우, 투자와 관련한 중재절차(ISD)에서 협정문상의 준거법 

등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중재판정부를 구속함을 명시하고 있

음(협정 제11.22조제3항 및 제11.23조제2항)

 o 아울러, 우리정부는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협정 제22장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여 미국내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음. 

첨부 : 박주선 의원실 질의(2011.6.8)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참고 참고  박주선 의원실 질의(2011.6.8)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

(박주선의원, 6/8자 요청)

22.2조에서 3항 라목에서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이 협정의 해석

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 지 여부 및 공동위원회가 법률에 해

당하는 이 협정문의 해석권을 가질 수 있는 지 여부

 □ 협정의 각 당사국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협정

에 대한 해석권을 보유하고 있음.

   o 국제협정의 해석은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내려

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FTA의 경우 공동위원회 또는 무역위원회가 

이에 해당되며, WTO의 경우 각료이사회 및 일반이사회, 여타 국제협

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국 총회 등이 이에 해당

   ※ 한·EU FTA 제15.1조3항 마목,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2항 등

 □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이 국내 사법심사를 구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음.

   o 그러나, 조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

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 부분 존

중할 것으로 예상

   o 아울러, 제22.2조제7항에 명시된 대로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

국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지는바,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양 당사국 

대표들은 국내의견을 반영한 자국 공식입장에 따라 여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



4. 공공정책 분야



제 목 : “한․미 FTA와 충돌 - 굴삭기 수급조절 제동” 한겨레신문 보도(7.8) 관련

1. 외교부가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의 한․미 FTA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

하여 수급조절제도 대상기종에서 굴삭기를 제외하였다는 7.8자 한겨례

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 서비스협정(GATS)에서 이

미「운전자 없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를 양허하였으며, 이는 우리나

라가 여타 WTO 회원국 국민이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운전자 없는 건설

기계 대여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할 때 시장접근을 제한하거나, 우리나

라 국민보다 못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o UN이 발간한 CPC(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설

명서에 의하면,「운전자 없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CPC 83107)에

는 굴삭기가 포함됨.

3. 우리나라는 WTO 협정에서 약속한 개방수준에서「운전자 없는 건설기

계 대여서비스」를 한․EU, 한․미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양허하

였습니다.

4. 따라서 금번 수급조절제도는 한․미 FTA에만 관계된 것은 아니며, WTO

와 우리가 이미 체결․발효한 여타 FTA에서의 우리의 국제적 의무와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603호   배포일시 : 2011.07.08(금)

문 의 : 다자통상국 공보․홍보담당관(다자통상국 심의관) 김성인 (☎:2100-7447)  



제 목 : “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한겨레신문 보도(7.12) 관련

한·미 FTA와 충돌 가능성 때문에 공공정책이 줄줄이 무력화될 상황

이라는 7.12(화) 한겨레신문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화물차 총량제

(기사내용)

o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화물차 운송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개방하였는데, 우

리 정부가 화물차 신규 등록을 허가하지 않아 미국기업이 운송사업 진

출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으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통상분쟁을 제기

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

o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화물차 운송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개방했다”는 상

기 기사는 사실이 아님.

o 한·미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

적인 규제 권한을 유보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전반적으로 화물차 운송서

비스에 대해 총량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음. 상기 기사내용은 유보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유보의 예외로서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

운송서비스”는 1995년 WTO에서부터 양허하였으나 현재까지 외국기

업이 사업 허가 신청을 한 사례가 없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620호    배포일시 : 2011.7.12(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정병화 (☎:2100-8105)



2.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제도

(기사내용)

o 굴삭기(굴착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은 한·

미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한다.

o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한다.

(사실관계)

o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안의 내용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우리의 국제적 의무와 상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가 1995년부터 WTO 협정상 건설기계 

대여서비스와 도·소매 유통업을 이미 양허한데 따른 것이며, 그 후 체결된 

한·EFTA, 한·인도, 한·EU FTA 등에서도 그대로 양허한 사항으로서 한·

미 FTA에서 새로이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님.

3.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기사내용)

o 투자자-국가제소를 맡은 중재부는 한국 법관이 아니라 미국법의 영향

을 많이 받은 국외 법률가로 구성되고, 투자자가 중재부 구성에 50%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가 1인

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중재인(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당사국 국적이 

아닌 제3국인으로 한정)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로 임명됨. 동 중재판

정부가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법률가”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임.

o 이러한 중재판정부 구성은 한·미 FTA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라 국

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등 국

제중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3의 절

차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한․미 FTA 때문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를 운영하지 못한

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1. 한․미 FTA에서「운전자 있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를 새롭게 개방하지 

않았다면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7.9(토) 

및 7.12(화) 한겨레신문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 7.9(토) 굴삭기 등록제한 포기한 정부, 왜?

   * 7.12(화) 건설기계 수급조절, WTO위반 단정 못한다

2. 「운전자 있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CPC 51800)는 2003.3월 WTO 

DDA 서비스 양허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한․싱가포르(2006.3월 

발효), 한․EFTA(2006.9월 발효), 한․EU FTA(2011.7월 발효) 등에도 

반영되어 있다.

   * 1차 양허안(2003.3월 회람) 및 수정 양허안(2005.6월 회람)에 포함

3. DDA 양허안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나, 총 12개 서비스 분야 중「운

전자 있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를 포함한 건설서비스를 비롯, 총 107

개 하위분야에서의 개방을 예정하고 있다. 동 DDA 양허안은 우리나라

의 지속적인 서비스 산업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당시에 이미 자발적으로 

개방한 분야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4. 아울러, 상기 7.12자 한겨레신문 기사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건설기계 수

급조절제도의 WTO 협정 및 FTA 위배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

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619호   배포일시 : 2011.07.12(화)

문 의 : 다자통상국 공보․홍보담당관(다자통상국 심의관) 김성인 (☎:2100-7447)  



제목 : “‘한·미 FTA’ 위에 미국법” 한겨레 신문 기사(8.12) 및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한·미 FTA 비준 안된다” 한겨레 신문 사설(8.12) 관련

“한·미 FTA가 미국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천적인 불평등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8.12(금) 한

겨레신문 기사 및 사설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 및 외교통

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 립니다.

1. (기사 및 사설 내용)

o “미국법과 한·미 FTA가 저촉․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하며, 협정의 어

느 규정이나 그러한 조항의 적용이 미국법과 상충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사실관계)

o 지난 7.7 미 의회(상․하원)의 비공식 축조심사(mock mark-up)를 마친 한·미 

FTA 이행법안에 “미국의 국내법과 한·미 FTA가 충돌할 경우 미국 국내에

서 미국법이 우선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이는 미국이 외국과 맺은 통상협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

한 미국 법률 체계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서, 동 문구는 WTO 이행법

안 뿐만 아니라, NAFTA, 모로코․호주․칠레와의 FTA 등 미국이 그

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안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o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안은 법안 모두(冒頭)에 한·미 FTA 협정문을 승인

(approve)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685호    배포일시 : 2011.8.12(금)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 (☎:2100-8105)



o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안에 상기 문구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

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한다는 취지임.

- 동 입법취지는 한·미 FTA 이행법안과 동시에 제출된 한·미 FTA 행정

조치성명(SAA)*에서 미 행정부가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모든 법률 및 하위법령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

법안과 행정조치성명에 포함시켰다고 기술한데에도 나타나 있음.

- 또한, 동 행정조치성명은 협정 이행을 위한 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

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가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법령 개

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

    * 행정조치성명(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 FTA협정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미 행정부의 유권적 표현을 담고 있는 문서로서 

FTA 이행법안과 동시에 미 상하원에 제출

o 한편, 위에 설명한 한·미 FTA의 미국 국내법적인 효력 여부는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

지 않음.

- 만약 한·미 FTA와 미국 국내법간의 불일치 문제로 한·미 FTA의 미국 

국내법적 효력이 일부 상실된다고 할 경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

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미측의 협정 불이행에 따른 

국제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우리는 미측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협정 불이행은 분쟁해결 절

차의 대상이 될 것임.

- 따라서, 한·미 FTA 이행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동등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

으며, 한·미 FTA가 “원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2. (기사 및 사설 내용)

o “정부는 아직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한·

미 FTA와의 충돌가능성이 있다고 공공정책에 줄줄이 제동을 걸고 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에 

난색을 표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사실관계)

o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안의 내용이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우리의 국

제적 의무와 상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임.

o 이는 우리가 1995년부터 WTO 협정상 건설기계 대여서비스와 도·소매 유

통업을 이미 개방 약속한데 따른 것이며, 그 후 체결된 한·EFTA, 한·인도,

한·EU FTA 등에서도 동일한 개방 약속을 한 사항으로서 한·미 FTA에서 

새롭게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님.

3. (기사 및 사설 내용)

o “한·미 FTA는 곳곳에 불평등 조항을 담고 있다. 우선 전문에서부터 투

자자 보호와 관련해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넣어 차별대우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자는 미국의 연방 법률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은 협정으로 약속한 미국 투자자의 

권리를 국내 법률로 규제할 경우 협정 위반이 된다.”

(사실관계)

o 서문의 관련 내용은 국내법에 의한 투자자 보호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협정에 의하여 내국투자자보

다 더 나은 대우를 부여받지는 않는다는 선언적 문안이며, 동 문안 상



의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라는 문구는 예시적 문안으로서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 수준이 협정상의 수준 이상인 나라가 미국뿐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동 원칙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4. (기사 및 사설 내용)

o “미국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권한을 대부분 각 주의 정부에서 쥐

고 있는데, 협정은 50개 미국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허용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협정에서 ‘불합치’(유보) 항목으로 열거한 

사안이 아니면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법원까지도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는 양국 모두 지방정부의 현존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해 서

비스·투자 분야에서의 협정상 기본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미국

의 경우는 부속서 I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치 전부에 대해 현존 비합치조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키

로 하였음(제11.12조, 제12.6조, 제13.9조).

  ※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 서비스·투자 분야에 있어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등 한·미 FTA 협정상의 기본적 의무에 일치되지 않는 조치

o 다만, 미국 50개 주의 비합치 조치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기술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미국 입장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유보를 허용하되,

특정 주정부의 비합치조치가 우리 기업 등의 미국 진출에 장애요소

로 작용하는 경우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투명

성 차원에서 현존 주별 비합치조치의 예시적 목록을 협정문에 첨부하였

음.

- 이러한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도 자유화 후퇴방지(ratchet) 메커니즘

이 적용되므로 협정 발효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비합치조치를 도입하

거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할 수 없음.

o 한편, 지방정부 차원의 현존 비합치조치 인정과는 별도로 우리는 현



행 법·제도상 한·미 FTA의 의무와 비합치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

한을 분야별로 확보하고 있으며(현재유보, 47개 분야), 나아가 공익성이 높

은 분야와 향후 정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교

육·보건·사회서비스 등 44개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정부의 규제 권한

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

은 사실과 다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810호    배포일시 : 2011.9.21(수)

문 의 : 다자통상국 공보홍보담당관(정병화 다자통상심의관) (☎:2100-7447)

제 목 : 9.20자 경향신문 및 머니투데이의 英테스코에  ‘SSM 규제법 개입’

기사에 대한 입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10.9월 영국 테스코사 부회장으로부터 기업

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시행에 대한 우려 서한을 받고 “조언과 개입”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는 9.20자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테스코측 서한에 대해 김 본부장이 답신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해당 부분의 

표현은 "trying to make proper inputs"로서, input는 우리말로 “개입”이라

기보다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SSM

규제법령 개정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와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임.

□ 유통시장 개방은 우리나라가 1988년 ‘도 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정책임.

o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로 1995년 출범한 WTO의 서비스 양허

표에 우리나라의 유통업을 개방하였으며,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임.

o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과 국내법령간 충돌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그 충돌가능성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한·미 FTA 충격, 중소상공인·서비스업 무방비” 제하 한국일보 보도

(10.10) 및 “미 투자자 손해,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제하 한

국일보 보도(10.11) 관련

“한·미 FTA 충격, 중소상공인·서비스업 무방비” 제하 한국일보 신문기사

(10.10) 및 “미 투자자 손해,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제하 한

국일보 신문기사(10.11) 내용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기사내용) 

 o “리먼 사태를 불러왔던 미국의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도 어려울 전

망이다. 서비스 분야 협상 때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미국의 파생상품과 같은 신금융서비

스(new financial services)를 다음과 같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하였음. 

   - 현행 우리나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급될 수 있으며,  국

경간 무역을 통한 공급을 허용하지 않고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공

급할 수 있도록 제한

   -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형태를 우리나라가 결정

할 수 있으며,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제도 운영 가능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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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03호   배포일시 : 2011.10.11(화)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o 이러한 장치 외에도, 우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

한 건전성 규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2.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한·미 FTA가 적용되는지 여부

 (기사내용) 

 o “전문가들은 ‘서비스 분야 조항은 공적퇴직연금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

를 제외하고 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는 공적퇴직연금제도 및 법정사회보장제도를 적용 배제하는 한

편, 금융챕터상의 제반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금융제도 전반의 안전

성 보장 등을 포함하는 건전성 규제 조치 채택 가능

   -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국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수출 진

흥·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정책목적을 위한 기존의 기능을 계속하여 수

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우리 정부는 수협, 기업은행 등의 정부지원기관에 대해서 손실 보전, 조세 면

제 등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음을 확인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금융서비

스의 국경간 공급의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개방(Positive 방식)

3. 국민건강보험과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

 (기사내용) 

 o “한·미 FTA 체결로 개방된 조항은 다시 체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는 ‘역진방지조항(ratchet·래칫)’도 마찬가지. 이 조항이 발효되면 정부가 



공공정책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치아보험을 민영

화한 후 미국 보험업체가 관련 상품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이를 다시 국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기 어렵게 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현재유보에 기재한 비합치조

치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며,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아예 제외된 

분야에는 동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적용되지 않음. 

 o 기사에 예시된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법정사회보장제도로서 한미 FTA 금

융챕터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적용되지 않음.

 o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아예 금융챕터의 예외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동 제도상의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한·미 FTA

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함.

    ※ 참고로, 현행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민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

는 않는 범위에서만 보충적으로 보험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지방은행에 대한 우대

 (기사내용)

 o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차별을 금지한 외환건전성 규제 조항에 따라 앞으

로 미국 은행들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50%만 내고 있는 국내 지방은행들을 

차별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금융 분야의 허점을 지적한다.”

 (사실관계) 

 o 지방은행은 현행 우리 은행법 등에 따라 영업범위·자본금 등 기타 요건에서 아

래와 같이 일반 시중은행과 상이한 조건에서 영업중에 있어, 주로 시중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내·외국 은행간 차별이라는 이유로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움. 



    ※ 내국민 대우는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인 경우에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임.

   -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전국을 영업으로 하지 않고, 자본금 요건도 시

중은행에 비해 작으며, 높은 중소기업 대출의무를 부담

5.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기사내용) 

 o “송기호 변호사는 ‘…(중략)…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정부 조치도 사

실상 금지시켜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에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o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적 구속력

이 없어 한·미 FTA와 상충될 소지는 없음.

 o 다만,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제정 추진중인 바, 

WTO/GATS(서비스협정), 기체결 FTA 및 투자보장협정에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6.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기사내용) 

 o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직접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교역기구

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미국의 한 택배 회사는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를 체결한 캐나다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적

이 있다. 자칫 미국 투자자의 손해를 우리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관계)

 o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는 한·미 FTA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아니

라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일반화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외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유용함.

 o ISD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례를 보면, 대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서 국

제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한 조치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나, 합리

적·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정부 조치가 ISD 제도로 인해 제약을 받지는 

않음.  

   - 참고로 기사에서 예시한 美 UPS 대 캐나다 사건은 중재판정부는 UPS

의 NAFTA협정의 내국민대우 등 위반 주장을 기각하여 투자자가 패소한 

사례임.

7. 복제약의 지적재산권

 (기사내용) 

 o “‘복제약의 지적소유권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최소 1조원대 피해가 예

상되나 별다른 대책이 없다‘(백일 교수)는 의견도 나왔다.”

 (사실관계) 

 o 복제약은 지적재산권과는 무관하며, 한-미 FTA에서 보호기간이 50년에

서 7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저작권에 관한 사항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경향신문 기사(10.29) 

관련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제하 10.29(토) 경향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

이 알려드립니다.

1.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의 제한

(기사내용) 

 o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을 경우 미국 대

기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FTA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사실관계) 

 o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10.27, 지식경제

부 발표)가 한·미 FTA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동 조치는 ①우선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 통합(SI) 기업) 참여 제한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②향후 소프트웨

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공공 정보화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공공 정보화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는 대기업 참여 제한 범

위에 관계없이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우리가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 해당되어 GPA협정상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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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80호   배포일시 : 2011.10.29(토)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FTA무역규범과장 최진원(☎:2100-8135)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예외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한·미 FTA에도 위반

되지 않음. 

   - 더구나, 향후 개정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동 대기업 참여 제

한 조치는 국내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외국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기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예외 없이도 처음부터 한·미 FTA 위반 문

제는 발생하지 않음.  

 

2.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기사내용) 

 o “국내 대기업 시스템통합 업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는 한·미 FTA의 투

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o "국내 대기업이 미국인 투자자의 손을 빌려 정부의 방안을 무력화할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실관계) 

 o 한·미 FTA는 한·미 FTA 투자챕터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

과 보상, 이행요건 등)를 투자 유치국이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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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

1. 최근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한·미 FTA 협정내용 중 투자자-국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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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정책 권한 확보, 현재유보·미래유보 등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정당

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첨부 :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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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내용 중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첨부 :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 (예시)

1  협정의 적용배제

❒ 공공퇴직제도·법정사회보장제도(제13.1조제3항가호)(330쪽)

o 공공퇴직제도(예:국민연금) 및 법정사회보장제도(예: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중앙은행·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제13.1조제3항나호)(330쪽)

o 중앙은행(한국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기획재정부 등) 및 국가에 의해 소유

되거나 통제되는 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 국책금융기관(제13장 서한의 “일정 정부 기관”)(360쪽)

o 국책금융기관(총 8개: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보

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 정부제공 공공서비스(제12.1조제6항)(301쪽)

o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소방, 경찰, 교정 서비스 등)

❒ 보조금

o 한·미 FTA에는 보조금 규정 부재(특히, 보조금에 대하여는 투자, 서

비스 관련 의무 적용배제 명시(제11.12조제5항나호, 제12.1조제4항라호)) (269쪽,

301쪽)

❒ 도박 및 베팅 서비스(제12장 서한)(321쪽)



2  예외

❒ 일반적 예외

o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무역원활화, SPS, TBT(제2~4, 6~9장)에 대해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가 적용됨(제23.1조제1항)(534쪽).

      *공중도덕 보호 조치,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

o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제12,14,15장)에 대해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가 적용됨(제23.1조제2항)(534쪽).

      *공중도덕 보호 조치,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

❒ 필수적 안보(제23.2조)(534~535쪽)

o 우리나라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가 

판단하는” 조치는 협정 전체의 예외임.

※ 분쟁해결절차에서 우리나라가 “필수적 안보” 예외를 원용하면 ISD 중재판정부 

또는 패널이 이를 그대로 인정(제23장각주2)(535쪽)

❒ 비차별적 과세조치(제23.3조)(535~537쪽)

❒ 비차별적 통화·신용·환율정책(제13.10조제2항)(335쪽)

❒ 건전성 조치(제13.10조제1항)(335쪽)

o ① 금융소비자 보호, ② 금융기관 건전성, ③ 금융제도 안전성을 위한

건전성 조치

❒ 우리 외국환거래법 제6조상의 단기세이프가드조치(부속서11-사)(297쪽)

❒ 간접수용 예외(부속서11-나)(291~292쪽)

o 공공복지(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등)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



3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 정부조달

o 학교급식용 식재료 국내산 농산물 우선 구매(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1항)(428쪽)

o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가호)(428쪽)

o MRO(소모성 행정용품) 공급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가호)(428쪽)

o 농수축산물 공공비축제도* 유지(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부속서17-가 제1절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석 제5항)(422쪽)

      * 2005년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제 도입

o 민간투자사업 발주시 중소기업 참여 장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나호)(428쪽)

o 긴급상황시 국산 의약품 우선 구매 등 국민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달 관련 자율성 확보(제17.3조제1항(정부조달협정제23조 준용))(409쪽)

❒ 금융

o 정부지원기관(총 5개: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에 대한 조세 

면제, 채권 보증, 손실 보전 등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유지(현재유보:

부속서III 제1절 12번째 유보)(702쪽)

o 보험회사,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 유지(부록III-가 나호 및 

라호)(687쪽)

o 예금·대출 이자율,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유지(부록III-가 카호)(688쪽)

❒ 공공 서비스

o 정부가 독점을 지정하거나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권한과 공공서비스

요금 승인 권한 유지(제16.2조, 제16.3조 및 제16장각주3)(401~402쪽)



o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권한행사 서비스 민간 이양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권한 유지(미래유보: 부속서II 2번째 유보)(618~619쪽)

❒ 외국인투자 유치

o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투자 설립·인수에 대한 제한조치 채택가능

(미래유보: 부속서II 1번째 유보)(616~617쪽)

❒ 지적재산권

o 의약품 등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 권한 유지(제18.9조제3항)(450쪽)

4  현재유보·미래유보

※ 유보대상의무(총6개)

   o 투자분야(4개): 내국민대우(제11.3조), 최혜국대우(제11.4조), 

이행요건 부과금지(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제한금지(제11.9조)

   o 서비스분야(4개): 내국민대우(제12.2조), 최혜국대우(제12.3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 최소기준대우(제11.5조), 수용 및 보상(제11.6조), 송금(제11.7조) 등은 그 성격상 

유보 대상이 되지 않는 기본적 의무임. 

❒ 투자·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47개 (☞별첨1)

    ※ 현재유보: 협정상 유보대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 

❒ 투자·서비스 분야 미래유보 44개 (☞별첨2)

    ※ 미래유보: 향후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포괄적인 정책 자율권 확보)

❒ 금융분야 현재·미래유보 18개 (☞별첨3) 



별첨1  한국의 투자·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47개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1 S 건설 서비스 LP 사무소 구비 요건 명시

2 S 건설기계 서비스 LP 사무소 구비 요건 명시

3 S 자동차 정비 ․수리· 
판매·폐기·검사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4 S 담배․주류 도소매 MA LP 1) 사무소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5 I 농축산물 NT 1) 쌀 및 보리 재배․투자 금지
2) 육우 사육에 대한 투자제한 명시(50%)

6 S 안경사 MA LP 1)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 1개 업소 설치 요건

7 S 식품․의약품(한약재포함)․
기능성 식품 등의 도소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요건 명시

8 S 의약품 소매(약국) MA LP 1)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 1개 업소 설치 요건

9 S 철도운송 MA 사업자 수 제한 요건 명시

10 S 도로 여객 운송
(택시․노선 버스 제외)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1 S 해운 서비스 

(국제화물운송, 도선업, 

선박투자회사)

NT MA LP 1) 도선업의 적용중인 NT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3) 설립형태 제한 명시(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

12 I 항공운송 NT SMBD 1)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49%)
2) 이사회의 국적제한 명시

13 S,I 항공운송(특수항공) NT SMBD LP 1)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49%)
2) 이사회의 국적제한 명시
3)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14 S 도로운송 서비스

(주차장, 견인 등)

MA LP 1)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15 S 쿠리어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16 S,I 통신 서비스 NT MA LP 1)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2) KT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3)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 명시
4)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7 S 부동산(중개-감평) LP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18 S 의료기기 임대․정비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9 S 자동차 임대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0 S,I 해양조사 및 지도제작 NT 국적에 따른 차별적 절차 요건 명시

21 S 법률서비스 MA LP 1)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2 S 노무사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3 S 변리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4 S 회계․감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5 S 세무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6 S 통관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27 S 산업보건․안전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8 S 엔지니어링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9 S,I 옥외광고물․전광판 PR SMBD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2) 회사 임원 및 프로그램 편성자의 국적 요건 
3) 프로그램의 30%를 (국산) 공공 광고 편성  의무

30 S,I 인력 배치․선원 배치 
서비스

NT MA LP 1)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 한국해양수산원에 의한 선원 교육 독점 규정

31 S 경비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제한 명시

32 S 간행물 유통 NT 외국 간행물의 수입-유통과 관련한 절차적
차별요인 명시
 * 외국산 : 事前 문화부 추천 필요
 * 국내산 : 事後 심사 (필요시)

33 S 항공기 정비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4 S,I 고등교육 NT MA SMBD 1) 이사회 국적 제한 명시

2) 사업 형태 제한 명시
 * 반드시 비영리재단 형태로 사업 영위

35 S,I 성인교육 NT MA 1) 외국인이 영위 가능한 학원의 형태 및 종류 
명시 (성인 대상, 학위 수여 금지)

2) 외국인 강사는 반드시 대졸 이상이어야 함
36 S 직업 훈련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7 S 수의 및 

수산질병관리사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8 S 환경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9 S 공연 서비스 NT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진(promotion)과 관련한 절차적 차별 요인 명시
 * 事前 추천 필요

40 S,I 뉴스통신 서비스 NT SMBD MA LP 1) 외국통신사는 국내통신사(연통)를 경유 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

2) 뉴스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25%)
3)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4) 연합통신 임원에 적용되는 국적제한 명시

41 I 혈액 제재 PR 대한적십자사의 독점 영역임을 명시
42 S,I 정기간행물(신문 제외) NT SMBD MA LP 1)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에 적용 되는 

국적 요건 (한국민만 가능)
2)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50%)
3) 외국 정기간행물의 한국내 지점은, 본국에서 

편집된 내용을 국내에서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확인함 (한국어가 아닌 경우로 한정)

43 S,I 농축산물 유통 NT MA 1) 육류 도매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50%)
2) “가축시장“은 농협 등에서만 개설할 수 있음
3) “공용도매시장“은 지자체에서 개설함을 명시
4) 서비스 chapter의 NT, MA 관련 규정은 WTO 

TRQ 이행을 위한 국내 제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

44 S,I 방송 서비스 NT PR SMBD MA LP 1) 방송 세부사업별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
2) 국산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명시
3)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적요건 명시
4) PP의 간접 투자 제한 완화 약속 명시
5) 1개국 쿼타 관련 제한 완화 약속 명시

45 I 에너지(전력) NT 1)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40%)
2) 국내 총발전 설비용량 중 외국인은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을 명시
3) 전력의 송․배전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50%)
46 I 에너지(가스) NT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 (30%)
47 S,I 스크린 쿼타 PR MA 스크린당 73일임을 명시



별첨2  한국의 투자·서비스분야 미래유보 44개

번호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1 I 외국인 투자 NT PR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 도입 권한 유보

2 I,
S,I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서비스의 민간 이양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다만,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NT 보장

3 I 외국인토지 NT 포괄적 유보

4 S,I 총포․도검 및 화약류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5 S,I 취약집단 (장애인, 소수 
민족 출신 등 사회적 
약자)

NT MFN PR SMBD LP 포괄적 유보

6 S,I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NT LP PR SMBD 포괄적 유보(* 다만, 금융 분야는 적용 
제외)

7 S,I 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

NT MFN LP PR SMBD 포괄적 유보

8 S MA 포괄유보 MA UR GATS 양허표를 기초로, 금번 KORUS 
FTA협상을 통해 신규 양허한 분야를 
제외 하고는 MA의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

9 S,I MFN 포괄 유보 MFN 1) KORUS 발효 전 협정은 MFN 적용 제외
2) KORUS 발효 후 협정에 MFN을 부여
 * 단, 항공․해운․수산 분야는 MFN 제공 

대상에서 제외

10 S,I 방송 서비스 MFN 위성방송 서비스 관련, MFN 포괄 유보

11 S,I 철도운송 서비스 MFN 철도운송 서비스 관련, MFN 포괄 유보

12 S,I 환경 서비스  
(음용수, 생활폐수, 
자연보호 등)

NT PR LP 포괄적 유보
 * 단, 법령상 일부 인정되는 私人간 

계약은 인정

13 S,I 원자력 에너지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14 S,I 에너지 (전력)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단, 부속서 1에 규정된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15 S,I 에너지 (가스)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단, 부속서 1에 규정된 가스공사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16 S,I 농축산물(인삼, 쌀, 
홍삼)

NT PR LP 중개, 도매, 소매 포괄 유보

17 S,I 육상 여객운송
(택시 및 정기 여객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18 S,I 육상 화물운송
(쿠리어 제외)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19 S,I 내륙주운 및 우주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20 S,I 쌀의 저장 및 보관 NT 포괄 유보

21 S,I 우정사업 (비독점 영역) NT 우정사업본부가 누리는 혜택 (공익 활용, 
차량 대수 임의증가 권한) 유보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22 S,I 방송서비스 NT PR SMBD MA LP 다음 사항에 대해 포괄 유보

 1) 매체간 교차 소유
 2) 외국인의제 조항의 강화 권한(PP는 제외)
 3) 이사의 국적 제한
 4) 만화총량제
 5) 외주제작 쿼터 등 다양한 새로운 쿼터 

제도의 도입을 위한 권한
 6) 방송법에 의한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제공 사업에게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7) 외국방송 재송신에 관한 사항
   *재송신 제도를 폐지코자 할 경우 기존의 

PP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필요
23 S,I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NT PR SMBD MA LP 포괄 유보

 * 방송으로 분류되건 통신으로 분류 되건, 
해당 분야에 적용중인 외국인 투자 제한 
수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명시

24 S,I 방송 서비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MFN PR 포괄 유보

25 S,I 방송 서비스 
(국산 영상물 인정 기준)

NT PR 포괄 유보

26 S,I 부동산 서비스
(중개-감평 제외 부동산)

NT PR LP 포괄 유보

27 S,I 지급 불능 및 구조조정
(법정 관리) 서비스

NT SMBD LP 포괄 유보

28 S,I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

NT MFN PR LP 포괄 유보
 * 국산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질 때 활용 가능한 
유보안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오디오․비디오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도입 가능

29 S,I 지적측량 및 관련 
지도제작

NT 포괄 유보

30 S,I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등급판정

NT LP 포괄 유보

31 S,I 농업․수렵․임업․
어업 부수 서비스

NT PR SMBD LP 포괄 유보
 * 인공수정, 유전적 개량, 벼 및 보리의 
도정, 미곡 종합 처리장 관련 활동 등

32 I 어업 NT 포괄 유보

33 S,I 신문 발행 및 배포 NT SMBD LP 포괄 유보
34 S,I 교육 서비스

(유아, 초-중등, 고등, 기타)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35 S,I 보건의료 서비스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 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설립 가능한 영리 병원 예외
36 S,I 영화 서비스  

(스크린쿼터를 제외한 
여타 사항)

NT MFN PR LP 영화의 진흥(promotion), 광고, 후반제작 
등에 대해 포괄 유보

37 S,I 문화재 보호 NT PR SMBD LP 포괄 유보
38 I 농어촌 관광 NT 포괄 유보
39 S,I 법률 - 외국법 자문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0 S,I 회계 - 외국 
공인회계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1 S,I 세무 - 외국 세무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2 S 전략물자 NT LP 포괄 유보

43 I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 NT PR SMBD 포괄 유보

44 S,I 해운 - cabotage, 해상 
여객 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별첨3  한국의 금융분야 현재·미래유보 18개

번호 성격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1 현재 보험 MA  1)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장소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2)보험판매 창구 수 등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하고, 
단일 보험업자에 의한 보험상품의 은행판매 비율에 대해 제한 

2 현재 보험 CBT  “강제적인” 보험 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음.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3 현재 은행·기타 NT  1)외국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한국의 상업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10% 초과 
보유 가능

 2)-금융위는 소유권 승인여부에 대한 추가적 승인기준 적용
-자연인은 지분 10% 초과 보유 불가
-주요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비금융기관은 지분 4% 
초과 보유 불가. 단, 의결권 행사 능력 포기시 10%까지 가능

4 현재 은행·기타 NT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에 대한 개별 인가 요구조건 명시
  *단,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인가 불요

5 현재 은행·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선물시장 운용 가능

6 현재 은행·기타 MA  증권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비상장 증권의 
예탁자 또는 증권회사 계정 간 증권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 가능

7 현재 은행·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만이 증권·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결제 업무 수행 가능

8 현재 은행·기타 CBT  한국 거주자·금융기관·외국기관지점은 한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역외 선물, 옵션, 특정 선도계약 체결 가능

9 현재 은행·기타 NT  1)외국은행·증권회사 지점의 영업기금 유지 의무
 2)외국 지점은 그 본점과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

10 현재 은행·기타 MA  외국금융기관 지점은 다음 업무 수행 불가
  1)신용협동조합
  2)상호저축은행
  3)여신전문금융회사
  4)종합금융회사
  5)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6)신용정보회사
  7)일반펀드사무관리회사
  8)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9)채권평가회사

11 현재 은행·기타 MA  국내에서 일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 가능

12 현재 은행·기타 NT  정부지원기관(산은, 기은,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에 대해 
채권보증, 손실 보전, 조세 면제 등 특별대우 부여 가능

13 현재 은행·기타 SMBD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 국민이어야 함.

14 현재 은행·기타 NT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 보유 금융기관 수 제한 가능

15 현재 은행·기타 MA  원화 현물환거래의 은행간 중개업은 기존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

16 미래 보험 CBT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 구매 의무 충족 여부 결정시 
외국에서 공급된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을 권리 유보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17 미래 은행·기타 NT  정부 소유·지배 기관을 민영화 할 경우, 계속적 보증 및 

한시적 추가 보증을 채택할 포괄적 권리 유보
18 미래 은행·기타 NT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 유보

  ※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MA:시장접근, CBT:국경간 무역,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 목 :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 4개 … ‘미국법 이식’ 

” 한겨레신문 기사(11.2)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4개 … ‘미국법 이식’” 제하 11.1

(화) 한겨레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다수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해야 할 한국법은 23개인 반면 미국법은 4개

(기사내용)

❒ “한-미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자동차법에서부터 우편법, 의약법, 저작권

법, 공정거래법, 행정절차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23개의 법률를 개정해야 하

지만 미국이 바꾸는 법률은 관세법·무역법 등 4개뿐이다.”

 (사실관계)

❒ 우리법 체계와 미국법 체계의 차이로 도외시한 단순 개수 비교는 부적

절

  ◦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해 4개 기존 법률의 8개 항목을 개정

하고 6개 항목에 걸친 입법 사항을 새로 제정

※ 미국은 법을 제·개정할 때 하나의 법에서 다수의 개정·제정사항을 포괄하는 방식

을 채택

2. 우리의 일방적 의무규정이 과다하다는 지적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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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한쪽의 의무만 규정한 조항(shall)의 경우, 우리 쪽 의무규정 수

가 미국의 8배나 된다.”

(사실관계) 

❒ 해당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shall을 계산

하는 것은 부적절

  ◦ 이는 유보리스트, 이행의무 유예사항 등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규정

이 “Korea shall”로 시작함에도 ”shall“을 단순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간주한 결과

① 유보리스트, 이행의무 유보 등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한 규정인데도 shall이 들어

간 경우

- 서비스 유보리스트: 우리가 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보리스트에 우리는 91개, 미국은 18개의 shall을 계산

- 우리가 발효후 시차를 두고 이행하는 유예 사항(단계적 개방)은 협상 결과로 

획득한 것임에도 불구, 단순한 의무 사항으로 계산

- 양허표상 수입쿼터(TRQ)관련 부록: 미국은 시장개방 보완 수단으로 TRQ를 1개 

품목에만 설정한 반면, 우리는 16개 TRQ 품목에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오히려

이를 “Korea shall”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불리한 의무사항으로 계산

② 구속적이 아닌 표현인데도 의무사항으로 해석: 가령, “shall endeavor”나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같은 비구속적 사항도 개수 계산에 포함

3. 역진방지(ratchet) 규정 문제

(기사내용) 

❒ “특히 래칫조항(ratchet·역진방지)탓에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있어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되돌릴 수는 

없다.”

(사실관계)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래칫조항’은 서비스·투자 분야의 일부인 ‘현재

유보(부속서 I)’에 규정된 조치에만 적용되는 것임.

❒ 동 조항은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FTA 등 국내외 다수 협정의 서비



스 및 투자 분야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 개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

고 서비스의 점진적 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공공 서비스 등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운용과정에서 규제가 강

화될 수 있는 분야는 부속서 II(미래유보)에 기재하여, 우리 정부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규제를 도입·강화가 가능(미래 유보에는 ‘래칫조항’이 비

적용)

  ※ 미래유보: 보건·사회서비스, 방송 등 시청각분야, 전기·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초-중등 교육 및 성인교육 등 44개 분야

4. 우편 서비스/우체국 보험 개방

(기사내용)

❒ “한-미 협정에 따라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우편법이 개정됨으로써 우편사업은 국가 독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된다. … 모든 국제서류 배달서비스가 민간에 개방될 뿐만 아

니라, 중량이 350ｇ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통상요금의 10배가 넘는 경

우에도 민간이 송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사실관계) 

❒ 현행 우편법상 우정당국의 신서독점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상황인바, 이미 국내 각종 택배회사, 퀵서비스 및 DHL, UPS 등 다

국적 특급배달업체들이 수년전부터 서류송달 업무를 영위중임.

  ◦ 우정사업본부측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그간 개정을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2003년 DDA 1차 양허안에 "특급배달" 업종을 신규 양허하고, 

한-EU FTA에서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 포함

❒ 따라서, 국회에 계류중인 우편법 개정안은 “한-미 FTA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임.

(기사내용) 

❒ “민영보험에 길을 터주고자 우체국보험을 강력히 견제하는 장치도 마



련된다. 이와 관련해 개정되는 법률이 우체국예금보험법이다. 우선 규

제 감독권이 지식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옮겨져 우체국보험이 

민영보험과 동등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사실관계) 

❒ 한·미 FTA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정부기관임을 확

인하여, 금융챕터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지경부 우정사업본부는 발효 

후에도 우체국 보험에 대한 규제 권한을 계속 보유함.

  ◦ 단,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감독 강화

를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발효 후 2년간 유예된 사항임.

5. 지재권 집행 강화

(기사내용)

❒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

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 탓이다.”

(사실관계) 

❒ 상기 사항에 대한 국내제도는 변동이 없으며, 현행 민사집행법으로 이

행 가능한 사항임. 

  ◦ 한·미 FTA 제18.10조제17항은 일방적 잠정조치 요청에 대해 신속하

게 대응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한·미 FTA로 인해 가처분 등의 결

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

(기사내용) 

❒ “한미 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도입해, 권

리자의 고소 없이도 세관원과 검사들이 지적재산권 집행을 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관계) 



❒ 한·미 FTA 제18.10조제22항은 상표권·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고

소 없이 직권으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

법 제235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

(기사내용) 

❒ “미국 아메리칸대학이 공개한 지적재산권 보고서는 최근 미국 의회가 승인

한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한·미 FTA에서는 영

화관에서의 불법녹화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 OECD 국가인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나 파나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

화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며, 우리 영화의 지재권 보호도 긴요함.

❒ 한·미 FTA 제18.10조제29항은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

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함.

  ◦ 제작 비용이 막대한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영화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

6.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기사내용) 

❒ “복제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특허권자한테 이를 통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실관계) 

❒ 동 통지는 식약청장이 아닌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함. 별도

의 임상실험없이 기존 특허권자의 자료를 사용하여 복제약 시판 허가를 



신청한 자가 원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것임.

(기사내용) 

❒ “결과적으로 싼값의 복제약 출시가 늦어져 국내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실관계) 

❒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 동 제도는 모든 복제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복제약의 시판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

❒ 호주의 경우, 미·호주 FTA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기시행중이나 호

주내 복제약 출시지연 또는 약가상승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음.

(기사내용) 

❒ “세계에서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다.” 

(사실관계)

❒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특허 신약

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국내 제약업계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제도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

으므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님. 

7. 동의의결제 도입

(기사내용) 

❒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동의의결제’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도 미



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관계) 

❒ 동 제도는 한·미 FTA와는 별개로 2005년부터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의 선

진화와 기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온 제도임. 

❒ 동 제도는 현행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방식에 비해 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 ②사건 조사·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 경

감, ③가격인하 등 소비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보상 가능 등의 이유로 주요 

국가에서 대부분 도입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그 도입을 반기고 있는 제도

임.

   ※ 일본(1959년), EU(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국가에도 보편화

8. 자동차 세수 감소

(기사내용) 

❒ “한·미 FTA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은 미

국 업체에 돌아가며,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 5년간 총 3조 8189억원의 

세수가 감소”

(사실관계)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성장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

로 연평균 5.4조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국내 소비자

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사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기준도 미국 잣대에 맞춰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정하게 돼 있는 초저배출 차량 기준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규정집보다 더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미 협정에서 명

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1.바」에서 규정되어 있음. 

  ◦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

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배

출가스 기준을 캘리포니아주가 정하는 것은 아님.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목 :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제하 11.2

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언급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 제기 쟁점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제하 11.2일자 경향신문에 보

도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5대 쟁점 보고회 내용중 “영리병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서울시와 경기도 학교급식” 등 일부 쟁점 사항

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급되지 않은 쟁점 사항의 경우, 정부 입장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도

로 기술하지 않았음.)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기사내용)

  o “한·미 FT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세계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만

들어진 협정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하지

만 한·미 FTA에는 이러한 사정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o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당시부터 금융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금

융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인식·제기하여 다양한 

안전장치를 협정문에 반영하였음.

   - 금융시장의 안전성 제고,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포

함하는 금융 건전성 정책을 협정의 예외로 확보하고,

   -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 상황을 감안, 외환위기 발생시 우리 외국환거

래법상의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95호   배포일시 : 2011.11.2(수)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o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건전성 조

치를 비롯하여 금융 시장 교란 방지 및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음. 

2. 한·미 FTA의 양국 내 법적 지위

 (기사내용)

  o “한·미 FTA는 한국에선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면 국내법의 지위를 부

여받는다. 하지만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을 보면, 미국은 이 협정

이 미 국내법보다 후순위라는 게 명시돼 있다.”

 (사실관계)

  o 이미 우리부 보도자료(8.12, 10.5) 등을 통해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한·미 FTA를 양국의 국내법 체제로 수용하는 방식상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

법적 의무(협정문 제1.3조)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o 조약,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제에 수용하는 방법은 나라마다다를 

뿐, 이를 서열관계로 보는 접근은 옳지 않음.

3.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기사내용 : 약사법 개정안에 시판방지조치 관련 사항 누락)

  o “약사법 개정안은 첫 번째 단계만 들어가 있고 3년 유예된 시판허가 

금지에 대한 정부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o 의약품 시판방지조치(협정 제18.9조제5항나호)는 2012.12월 추가협상 결

과에 따라 협정 발효 후 3년 이후부터 적용될 사안이므로 금번 약사

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3년 유예기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기사내용 : 값싼 복제약 이용 기회 감소)

  o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들이 보다 싼값에 효과있는 복제

약을 이용할 기회가 줄어든다.” 



 (사실관계)

  o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단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복제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그 중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부 복제약의 

시판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적용됨. 

  o 미국과의 FTA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호주

의 사례를 보더라도, 복제약 출시지연 또는 약가상승이 거의 발생하

지 않았음. 

 (기사내용: 허가·특허 연계제도 비용 추계)

  o “2007년에 했던 경제적 성과 분석이 그대로 제출됐다. 추계방법도 과

학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변수도 잘못 설정했다.”

 (사실관계)

  o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2011년 8월 다시 실시하

여 제출하였으며, 추계방법 및 변수 설정 등 합리적인 분석 방법을 

설정하였음.

4.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기사내용)

  o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단서조항은 바뀌거나 삭제돼야 한다.”

 (사실관계)

  o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에도 불구, 어려운 협상

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

원회」를 가동,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지정을 통한 

특례 원산지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합의

   - 향후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무역지대를 추후 역외가공지대



로 인정 가능

  o 미국의 현행 대북제재 정책상 북한산 제품의 미국 수입은 미 재무

부의 허가제로 운영되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나, 동 대북

제재 정책으로 인해 향후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님. 

5. 영리병원

 (기사내용)

  o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6군데 있는데 영리병원이 고착화되면 문제

가 생겨도 영리병원제도 자체의 취소가 불가능하다.” 

 (사실관계)

  o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지역

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영리병

원 허용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임. 영리병원 제도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님.  

  o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제도는 우리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함께 검토해야할 사안임. 

  o 영리병원 제도 폐지 여부는 우리의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연속성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며, 신중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동 정책 추진시의 국가적 비

용,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 국민 혼란 등의 측면에서 심도 깊은 고려 

필요

  o 아울러 의료법, 약사법 등의 국내 법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의료 영

리법인에 대한 감독·규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 영리법인의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

6.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교급식



 (기사내용) 

  o “한·미 FTA는 지자체의 경비지원으로 시행되는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

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사실관계) 

  o 한·미 FTA 정부조달 의무는 양허표에 기재된 기관의 조달행위만 적

용되는 것이므로,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한·미 FTA 정부조달상의 내국민 대우 의무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

음. 

  o 아울러, 양허표에 기재된 중앙정부기관에 대해서도 학교급식 분야는 정

부조달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하였으므로, 한·미 FTA가 발효

되어도 우리 농산물을 우대하는 학교급식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

함. 

 

7. 상충법률

 (기사내용) 

  o “정부가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가 한·미 FTA와 상충하는지 파

악하지 못하다.”

 (사실관계) 

  o 현재 국회 각 소관 상임위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개정법

률이 심의중임. 우리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개정

법률 입법이 마무리 되는대로 하위법령 정비작업을 본격 진행할 예

정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협동조합법‘ 발의됐지만 FTA와 충돌 가능성··· 입법권 

제한 현실로” 제하의 한겨레신문 기사(11.4) 관련

“'협동조합법‘ 발의됐지만 FTA와 충돌 가능성···입법권 제한 현실로” 제하 

11.4(금) 한겨레 신문 기사(정은주 기자)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

다.

 (기사내용) 

 o “‘협동조합기본법’은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충돌할 가능성이(있)

다. 한-미 협정의 부속서 13-나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조항을 

보면, ‘협동조합 규제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행사해야 하며, 협동조합한

테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사실관계) 

 o 현 시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안(손학규 의원 대표 발의)이 한·미 FTA와 

불합치한다고 예단할 수 없음.

 o 한·미 FTA는 협동조합 전체에 대해 금융위가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지급여력 관련 

사안 등에 대하여 금융위 감독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부속

서13-나).

 o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안은 공제사업의 범위와 구

체적 규제 내용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하위법령이 마련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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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한·미 FTA와의 합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기사내용) 

 o “이미 시행중인 국내 법률 가운데서도 한·미 협정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대우’를 보

장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대표적이다. 한·미 협정은 외국 투자자에게 불

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조세특례제한법은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및 제12조(기술취득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에 대해 특혜

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 동 법상 “내국인”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외

국인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FTA상 

내국민대우(제11.3조)에 대한 위반도 구성하지 않음. 

  

 (기사내용) 

 o “한-미 협정(부속서II)에서는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해 진정하고 충

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투자 제한을 허용하는 데 반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보건위생·환경보

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물론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한·미 FTA 부속서II 첫 번째 유보는 투자의 설립·인수시 “공공질서” 목



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임.

 o 이에 더하여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

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 한·미 FTA 협정 적용을 

배제하거나 개별적인 유보에 이를 명시하고 있음(예: 도박서비스 협정 적용배

제,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서비스 유보 등). 
   

 o 따라서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공공질서 목적 이

외에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을 이유로 필요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사내용) 

 o “행정절차법도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한-미 

협정과 충돌을 빚을 수 있다. 한-미 협정이 중앙정부가 제안하는 행정입법

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한-미 FTA는 국내 법령 제·개정시 “가능한 한도”에서 입법예고를 할 

것을 규정(제21.1조제2항)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 입법예

고 기간을 40일 이상 둘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21.1조제3항나호).

 o 현재 입법예고 최소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하는 행정절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음.

 o 동 법은 제41조에 긴급한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어, 한·미 FTA상 의무(“대부분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 둘 

것)와는 전혀 충돌하지 않음.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제하의 한겨레신문 기사(11.5) 관련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제

하 11.5(토)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는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부분

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미국 이행법 관련

 (기사내용) 

 o “(미국) 이행법에 포함되지 않는 협정의 내용은 그래서 미국에서 효력을 갖

지 못한다. 한-미 협정보다 미국 법이 우선하고, 협정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미국의 이행법이 명시한 이유다. (…) 정부는 국내

법 적용은 당사국의 책임이라며 이행법을 자체 검증하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 

 o 미 이행법 제102조는 한·미 FTA와 미 국내법의 서열관계를 명시한 것이 아니

라, 미국은 한·미 FTA 그 자체가 아닌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

법 체제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미국은 한·미 FTA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 FTA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을 동 이행법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해야 하며, 추후 한·미 FTA협정과 국내법간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미 

정부가 해당 미 국내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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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은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개정 조치를 구할 것”이라고 명시

   - 참고로, 미국은 한·미 FTA뿐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

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의 이행법도 동일한 조항이 있으나, 153개 WTO 회

원국에서 우리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평등 조약 주장과 같이 상

기 미국의 이행체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음.

 o 상기와 같이 양국 법체제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상의 의무

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만일 미국이 이행법 개정이 미비한 경우, 미국은 한-미 FTA라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됨(우리는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통해 해결 

가능).

 2) 투자자 보호 관련

 (기사내용) 

 o “중재가 끝난 197건의 승소 현황을 보면 투자자가 59건(30%), 국가가 78건

(40%)으로 국가가 이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합의가 60건(30%) 있다. 전부

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요구가 관철된 경우다. 승소와 합의를 합치면 60%에 

이른다.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2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고, 미국 투자자

의 제소 건수는 108건이다.”

 o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 것이 108건인데 55건이 확정됐고, 미국 투자자가 15

건(27%), 상대국이 22건(40%) 이겼다. 단순 비교하면 미국 투자자의 패소율

이 높다. 그러나 합의된 사건(18건)을 합친 비율은 60%에 이른다. 반면 미국 

정부가 피소된 15건 중 확정된 6건을 보면 미국이 모두 이겼다.” 

 (사실관계) 



o 판정 현황(2010년 말 현재)

계
종결 사건(197)

계류중 기타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390 78
(20.2%)

59
(15.1%)

60
(15.4%) 

164
(42.1%)

29
(7.4%)

o 미국 관련 ISD 현황(2010년 말 현재)

구분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계류중 기타 계

제소

(미국기업 → 외국정부)
22

(20.4%)

15
(13.9%)

18
(16.7%)

48
(44.4%)

5
(4.6%)

108

피제소

(외국기업 → 미국정부)
 6

(40%)
- -

 9
(60%)

-  15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UNCTAD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세계 ISD 중재사건 총 390건 중 종결사

건은 197건으로, 국가 승소는 78건, 투자자 승소는 59건임.

 o 미국 관련 ISD는 총 123건으로 미국 기업의 제소건은 108건, 미국 정부의 

피제소건은 15건임.

    -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 중 15건 승소, 22건 패소함.

    - 미국 정부가 피제소된 15건 중 6건 승소함.

 

o 동 기사는 “합의”로 종결된 사례를 “전부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요구가 관철된 경

우다”라는 근거도 없는 가정을 통해 합의 사건도 투자자 승소 사례와 같이 취

급하여 투자자 승소를 60%로 부풀려 보도하고 있음.

   - 합의 사건은 비공개된 사건이 많아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개된 사건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이 없이 종결된 

사건이 많음.

 3) 중재판정의 공정성 주장 관련

 (기사내용) 



 o “국제중재기관은 한-미 협정과 국제법을 기초로 판정을 내린다. 문제는 

협정의 투자 조항이 미국의 법원칙과 판례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예

컨대 우리 헌법에는 없는 ‘간접수용’(명의 이전이나 몰수 없이 투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부의 조처)으로, 투자자가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 협정의 투자 조항이 미국의 법원칙과 판례를 따르고 있다는 기

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한·미 FTA는 NAFTA 이후의 ISD 제도 관련 새로운 국제협정 입법례를 

반영하되, 우리 법·제도상의 법리 등을 포함하여 양국의 법리 조화를 추구하

였음.

   - 간접수용 부속서 문안을 대폭 수정하여 우리 수용법제의 핵심개념인 ‘특별희

생’의 법리 등을 규정하고, 간접수용 예외인 공공복지정책의 예에 ‘부동

산가격안정화 정책’을 추가하였으며, 과세조치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포함

하여 공공정책적 규제권을 강화하였음.

 o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법상으로 간접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헌

법상 재산권의 제한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23조 

제3항), 헌법재판소도 보상이 필요 없는 사회적 제약과 구별하여 보상을 필

요로 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시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바 있음.

 (기사내용) 

 o “또 중재 판정을 맡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 산하기구

인데, 세계은행은 1946년 이후 줄곧 미국인이 맡아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명한 중재인·조정인 후보가 각 8명씩 있다. 그

러나 후보가 모두 중재인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제 중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미국인이 137명이지만,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 미국 관련 사건이 123건이



나 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1946년 이후 세계은행 총재를 줄곳 미국인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로 인해 세계은행 산하 ICSID의 중재판정이 미국측에 유리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임.

  - 중재인으로 활동한 미국인 수가 많은 것은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듯 전체 ISD 

사건 390건 중 미국(투자자 제소 또는 정부 피소)이 관여된 사건이 123건에 달

하기 때문에 당사자(제소 투자자 또는 피소 정부)가 중재인 1명의 지명토록 

하고 있는데 따른 당연한 현상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중재판정의 공정성

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4) 공공정책 침해 주장 관련

 (기사내용) 

 o “ . . .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제도는 협정의 적용을 받

는다. 영리병원이 제주에 설립된 뒤 부작용이 나타나도 미국 투자자에게 손

해배상금을 주지 않는 한 영리병원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을 맘대로 펴지 못

할 수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영리병원 제도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은 아니며, 전 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는 전혀 변하지 않음.

 o 정부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영리병원은 외국인투자 유

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일



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임.

   -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우리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제도 등 외국인투자유치 제

도와 함께 검토해야할 사안임. 

 o 아울러 의료법, 약사법 등의 국내 법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영리병원

에 대한 감독·규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법령 위반시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함.

 (기사내용) 

 o “사법부 판결도 국제중재의 대상이지만 정부는 법해석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

성만 따져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국인에게는 허용되

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미국 투자자에게는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 

 o ISD는 투자 유치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

적으로 채택한 제도인 바, 우리나라내 국내 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단순 비교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우리 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위가 보장됨.

  -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대우는 여타 국가들이 운영-유지중인 외국인투

자자에 대한 정책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o ISD절차가 내국 투자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외국 투자자에게만 이용가능한 

점은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임(즉,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와 달리 미국 정부 조치를 ISD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o 참고로, 우리나라는 향후 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인 바, 

중-장기적으로 ISD는 해외진출 우리나라 기업/투자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5) 쇠고기-쌀시장 관련

 (기사내용) 

 o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월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한-

미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쇠고기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실제로 

미국이 쇠고기 시장 수입 전면 개방을 위한 협상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협

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2008년 4월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상에서 한-

미 두 나라는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

를 요청하면 7일 안에 이에 응하도록 합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미 협정에서 쌀이 제외돼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쌀 관

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정부가 미국과 쌀 문제를 당연히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와 별개의 사안을 한·미 FTA와 결부시켜 기사화한 것은 독자를 오

도하는 것임. 

  - 쇠고기 관련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

는 한-미 FTA와 별개의 사안임.

  - 한·미 FTA는 부속서 2-나의 일반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제3항타호에서 

쌀 등에 대해 한·미 FTA 협정상 어떠한 의무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WTO 쌀 관세화 문제는 한·미 FTA와 무관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연합뉴스 기획

기사(11.14) 관련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제하 11.14(월) 연합뉴스 기

획기사 내용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

다.

1.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

(기사내용 : 중재판정부 구성 관련)

 o “ICSID는 소송 건별로 3명의 중재인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데 분쟁 당

사자(투자사, 정부)가 각각 지명한 후보 4명 중 1명씩을 중재인으로 선

정한다. 의장 중재인은 선정된 중재인끼리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ICSID의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선임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하에서 ISD 중재 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됨. 분쟁 당

사자(투자자, 투자유치국)가 각각 1명을 중재인으로 임명하고, 분쟁당사자

가 합의하여 의장 중재인을 임명함(선임된 중재인이 합의하는 것이 아

님). 이 때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의장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협정 제11.19조)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1045호   배포일시 : 2011.11.15(화)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기사내용 : ICSID 회원국 탈퇴 관련)

 o “ICSID의 주요 피소 정부였던 베네수엘라가 회원을 탈퇴하면서 ISD 

제소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가 간 무역·투자협정이 늘

어나 분쟁 건수도 계속 증가세다.”

(사실관계)

 o ICSID 회원국(현재 147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볼

리비아와 에콰도르가 각각 2007년, 2009년에 ICSID를 탈퇴하였음. 

(기사내용 : 중재결과중 합의 관련)

 o 합의는 미국 기업의 피해보상 요구를 상대 정부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은 모두 33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사실관계)

 o 일각에서는 “합의”를 청구인(투자자)에 유리한 결정으로 간주하는 경향

이 있으나, 실제로 합의 사건은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

아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개된 사건

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이 없이 종결된 사건이 많기 때문

에, 합의사건 전체를 청구인(투자자)에 유리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기사내용 : 미국 정부 ISD 회부 관련)

 o “반대로 미국 정부가 ISD 제도로 피소된 것은 6건인데 모두 미국 정부

가 이겼다.”

(사실관계)

 o 미국 정부가 ISD에 회부된 건수는 15건이며, 이 중 최종 판정이 난 것

이 6건이며 9건은 진행중임.



(기사내용 : 사전동의 조항 관련)

 o “한국은 85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에 포

함된 ISD는 한국 정부가 사안에 따라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체가 무산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한·미 FTA와는 다르다.”

(사실관계)

 o ISD 조항이 들어가 있는 모든 FTA(6개)와 투자보장협정(BIT) 대부분(64

개)에 사전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총 87개중 70개). 따라서, 상당

수의 BIT의 경우에 우리 정부가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

체가 무산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2. ISD의 제소 범위 

(기사내용)

 o “ISD가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

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사실관계)

 o 기사에서는 제기사유로 “간접수용”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음. 

 o "간접수용“은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재산권에 

단순한 침해가 발생한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몰수되는 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경

우를 말함(부속서 11-나 제3항).

(기사내용)

 o “한국이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공공정책의 자

율성이 훼손되거나 ISD로 한국 정부가 피소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소송이 결국 정책의 위축

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 협정내용 중 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미 FTA협정상 ISD는 투자유치국의 

협정상 의무 등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

기가능함.

 o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은 ① 협정의 적용 배제, ② 예외, 

③ 개별 분야 정책 권한 확보, ④ 현재유보·미래유보를 통해 충분히 확

보되어 있음. (☞ 상세한 한·미FTA상 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예시)은 

2011.11.7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참조)

 o ISD 중재판정시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에도 ISD를 제기한 투자자에 대

해 금전적 보상만 해 주면 되고, 문제가 된 정부정책이나 조치를 수정

하거나 폐기할 필요는 없음(협정 제11.26조).    

(기사내용 : ISD 중재 비용)

 o “ISD 중재는 승소해도 이에 든 비용을 패소한 측이 물어주지 않아도 된

다는 점이 국내 재판과 다르다.”

(사실관계)

 o ISD 중재에서 패한 측이 비용을 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o ICSID를 통한 ISD 중재의 경우, 소송비용에 대해 명백하게 정해진 기

준은 없으며,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최근에는 패한 측에게 비용전체를 부담토록 하는 경향이 있음. 한편, 다

른 ISD 절차인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경우에는 패한 측 

부담이 원칙임. 따라서, ISD 제기시 질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상당함. 



3. 국민건강보험 ISD 제소

(기사내용)

 o “이는 '공공복지'의 정의를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

라 달라진다. AIA, 메트라이프 같은 미 보험사가 건강보험제도를 국

제중재단체에 제소하기 위해선 한국이 현 건강보험제도 체제를 유지

하는 것이 미 보험사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해

야 한다.”

(사실관계)

 o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협정 적용 자체가 배제됨(협정 제

13.1조제3항).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ISD 청구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움. 

4. 여타국가와의 FTA에 ISD 포함 여부

(기사내용)

 o “예를 들어 2007년 한중투자협정의 ISD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

라 허용된 투자에 대한 국가보증을 규정한 투자보증협정 형태로, 정부

의 일방적인 국유화 조치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제도

다.”

(사실관계)

 o ISD 제기는 협정상의 의무 위반을 실체적 요건으로 하는데, FTA와 

BIT간에는 협정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

용 및 보상, 송금 보장, 이행요건 등)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ISD

의 본질에 있어 FTA와 BIT간 차이가 없음. 실제로 한·중 투자협정상

의 ISD가 한·미 FTA상의 ISD와 그 성격과 절차면에서 차이가 없음. 



5. 의료비 폭등

(기사내용)

 o “하지만 한·미 FTA 체제 아래 영리병원이 생길 경우 의료비가 폭등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FTA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모두 인

정하는 부분이다.”

 o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금은 알 수 

없는 만큼 '맹장수술 900만원설'은 현재로선 괴담도 사실도 아닌 셈

이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 국민건강보험은 협정적용에서 아예 배제되고 의료서비

스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미래유보되어 있어 한·미 FTA로 인해 우리 

의료시스템에 변화가 전혀 없음. 

 o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이 개시(2006.6월) 되기 전인 2003년부

터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지역에 경제

자유구역을 설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임. 영리병원 제도

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님. 

 o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함. 영리병원은 경제

자유구역에만 국한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우리 의료서비스는 한·미 FTA로 인해 변하는 것이 없음. 따라서 설사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맹장수술 900만원설”의 예

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으며,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의료시스템이 우리에게 이식된다는 것

도 근거없는 주장임. 



6. 공공서비스 요금 폭등 

(기사내용)

 o “하지만 도시가스와 같이 이미 민간에 개방된 분야에 대해선 문제가 생

길 수 있다.”

(사실관계)

 o 정부는 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및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책 

자율성을 포괄적으로 한·미 FTA에서 명시하였음(미래유보 두 번째 유

보항목). 또한 민간의 참여가 허용된 공공 분야일지라도 요금에 대한 정부

의 통제권한은 그대로 유지됨(제16.2조 및 제16.3조).

 o 예를 들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현재 도시가스로 쓰는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지만 소매 판매는 민간기업이 담당함. 

한·미 FTA가 발효된 후에도 도시가스의 소매판매를 담당하는 민간기업

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 통제에 대

해 미국투자자가 ISD 청구를 제기할 근거가 없음.  

 o 참고로, 정부는 한·미 FTA상 공기업 또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어

떠한 약속도 한 바 없음. 

7.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카피약 사용 제약

(기사내용)

 o “다만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

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해 

왔는데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o “이는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

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에 특정기업이 제네

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해 재산권 



침해 여부를 물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 주는 것이다. 통보받

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와 시판이 금지된다.”

 

(사실관계)

 o 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 의약품을 시판하는 것은 당연히 특허권 침해

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정

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식약청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내 주고 

있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네릭 의약품이 시판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음.  

 o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

간(출원일로부터 20년) 중 특정기업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내에 특허권자

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시판허가를 내 주게 되므로, 제네릭 의약

품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됨(협정 제18.9조제5항). 

 o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한·미 FTA 발효 여부와 관계없

이 지금도 가능하고 향후에도 가능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전기료 인상 ‘FTA변수’…협정문 ‘상업적 판단’ 조항”  매일

경제 기사(11.24) 관련

“전기료 인상 ‘FTA변수’…협정문 ‘상업적 판단’ 조항” 제하 11.24(목)자 

매일경제 기사(채수환 기자)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아

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한

(기사내용)

 o “한·미 FTA 협정문 16조 ‘지정독점’ 조항은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은 상업적 판단에 따라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을 인

상하겠다고 나설 경우 전력 당국이 물가 안정을 고려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사실관계)

 o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는 것

은 사실과 다름.  

 o 한·미 FTA 제16.2조제1항나호에 지정독점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간기업처

럼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s)에 따라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 동 조항 후단 및 각주3에 정부가 지정한 운영요건(요금, 사업구역 등)을 

따르기 위한 경우,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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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따라서 한·미 FTA 하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음. 

※ 현재 전기요금은 ①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조정 신청→②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협의

→③지식경제부의 최종 인가를 통해 결정되며(전기사업법 제16조 및 물가안정에 관

한 법률 제4조), 이러한 절차는 한·미 FTA 발효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됨. 

2.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기사내용)

o “문제는 FTA협정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제

가 폐지됐고 이에 따라 시장개방형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주

주권 행사가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이 폐지된다

는 것은 사실과 다름. 

o 한·미 FTA에서는 현행 우리 국내법상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하여는 우리 국내법상 외국인소유 지분 제

한 규제(각각 40%, 30%)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부속서I(현재유보) 45, 46번째 

유보항목). 

o 여타의 공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제한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음(부속서II(미래유보) 2

번째 유보항목).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제하 한겨레신문 기사(11.25) 관련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제하11.25(금)

자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 내용 중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오도하

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와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력산업 관련

 (기사내용)

 o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1일에 발효되면 전력산업의 민영

화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한-미 협정이 한국전력공사 지분의 

40%, 발전설비 부문 용량의 30%까지 외국인 소유를 인정했기 때문이

다.”

 o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가스요금 인상을 거부

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한·미 FTA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약속도 포함하지 않음.

 o 기사에서 언급한 상기 사항(각각 40%, 30%)은 협상 당시 우리 현행법·규

정(협상 당시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 증권거래법 제203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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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 정부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서

(부속서I(현재유보) 45번째 유보항목), 한·미 FTA를 통해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인상하거나 추가로 개방한 것이 아님. 

 o 한·미 FTA 하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

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므로(한·미 FTA 제16.2조제1항나호 후단 및 각주

3), 정부의 요금 규제는 ISD 제기 근거가 되지 않음.

   - 또한, 기사에 인용된 사례는 스페인 Gas Natural社 대 아르헨티나 사

건(2003)으로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존의 명시적 약속과는 달리 가

스 판매 대금의 달러화 환전 보장 및 정기적인 가스 가격 조정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동 사례를 상이한 상황하에 있는 우리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2. 가스산업 관련

 (기사내용)

 o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마저 위협받을 수 있

다. 한-미 협정의 제16장(경쟁)을 보면, 민영 지정독점기업은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 “한-미협정이 발효돼 도시가스 도·소매산업에 외국자본이 진출하게 되

면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나 도시가스의 지방확대 정책이 사실상 불가

능하게 될 것”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도시가스 소매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은 한·미 FTA 협상 개시 이

전부터 허용되어 온 것임.

 o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



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의 공공요금 규제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음.

   - 한·미 FTA 제16.2조제1항나호에 지정독점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간기

업처럼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s)에 따라 활동할 것을 규

정하고 있으나, 

   - 앞서 설명한 대로, 동 조항 후단 및 각주3에 정부가 지정한 운영요건(요

금, 사업구역 등)을 따르기 위한 경우,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

하고 있음.  

     ※ 공공요금에 관한 정부의 규제권한을 규정한 우리 국내법령(동 법령 내용은 한·

미 FTA 발효 후에도 그대로 유지)

        - 전기: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철도: 철도사업법 제9조, 도시철도법 제15조의2

        - 수도: 수도법 제38조

3. 철도산업 관련

 (기사내용)

 o “한-미 협정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설·운영되는 노선에 외국자

본이 진출하면 철도산업에 도입된 공공서비스 의무보조금(PSO) 제도가 무력

화될 가능성이 있다.”

 o “민자투자 지하철이 이미 존재하는 탓에 원가 이하로 운영하는 서울 메

트로, 도시철도공사, 대전·대구·부산 지하철도 낮은 요금을 계속 부과하

면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외국 투자자에게 제소당할 수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한·미 FTA의 서비스챕터상 보조금은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한·미 

FTA 제12.1조제4항라호) 한·미 FTA로 인해 보조금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

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민간투자사업 지하철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한·미 FTA 경쟁챕

터(제16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지하철 요금은 도시철도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

에서 정한 상한선 내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요금결정체계에 대해 한·

미 FTA는 어떠한 제약도 가하고 있지 않음.

 o 한·미 FTA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는 당사국의 투자챕터상 의

무·투자인가·투자계약 위반 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

만 제기되도록 발동요건이 제한적임.

   - 따라서, 투자챕터(제11장)상 의무가 아닌 경쟁(제16장) 원칙 위반을 이

유로는 ISD 제기 근거가 되지 않음.

4. 보건·의료 서비스

 (기사내용)

 o “우리 정부 규제 권한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조성된 의료기관, 약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6곳에 일단 허용되면 

의료비 과다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도 거액의 보상금을 주지 않는 한 

정부가 정책을 맘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정부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영리병원은 외국인투

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임.

   -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한·미 FTA로 도입된 것이 아니며, 

우리 역대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한·미 FTA 협상개시 이전인 

2003년부터 추진해온 제도임.



   - 그러나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한 실정임.

 o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상에 설립되는 외국의 의

료기관 등에 대해서 의료법·약사법 등 국내법에 따른 감독·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있어 법령 위반시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그린벨트 지정 등 공공규제 ‘간접수용’ 해당땐 제소 대상” 한겨

레신문 기사(11.25) 관련

“그린벨트 지정 등 공공규제 ‘간접수용’ 해당땐 제소 대상” 제하 11.25(금)

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오도

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우리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o “특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사 등의 조처도 모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라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상당히 제

약받을 수 밖에 없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의 정당한 규제임에

도 불구하고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간접수용에 해당하게 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과 같

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의 예외로 명시

하고 있음(협정 부속서11-나).

 o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도시계획시설 등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 

   - 미국·독일 등도 유사한 용도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

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독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1090호   배포일시 : 2011.11.25(금)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 그린벨트지정 등의 용도제한이나 지구지정 조치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시민

건강을 위한 녹지 보존 목적의 보건환경정책 또는 교육환경조성 목적의 정책임.

   - 다만, “행위가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

와 같은 드문 상황”의 경우와 같이 비례성이 극단적으로 훼손된 예외

적인 경우에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보상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2. (기사내용)

 o “과거 분쟁사례를 보면, 선거로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바뀌고 경제정책

이 달라지는 경우 되레 외국인 투자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실관계)

 o 기사 내용은 오히려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비차

별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음.

 o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일관되게 이

루어진다면 ISD를 제기할 근거가 되지 않음. 

3. (기사내용)

 o “최근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는 양해각서(MOU)도 문제가 될 소

지가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지자체가 양해각서에 상세한 내

용을 담았다가 나중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설립전 투자 비

용’을 손해배상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

문이다”

   

  (사실관계)

 o “설립전 투자”는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 투자까지 포

함하는 개념이 아니며, 실제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토지 매입, 사무

소 개설 등)가 전제되어야 함. 

   - 그간 ‘설립전 투자 비용’에 관한 국제중재사례들은 설립전 투자 비용



을 투자로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음.

   - 또한, MOU상에 계약적 관계를 창설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 두면 이

에 따른 분쟁 발생 소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기사내용)

 o “우리 정부가 지자체의 정책 탓에 투자자-국가 소송제에서 패소했을 경

우 누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

시는 지난 7일 의견서를 내어 ‘소송에 패소할 경우 서울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지만 외교통상부는 ‘소송당사자는 국가’라고 일축했다“.

   

  (사실관계)

 o ISD는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

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서도 일차적 대응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게 됨.

 o 다만, 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시, 구체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간 내부적인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 구상권 행사

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부

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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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최형기 전력산업과장, 박정미 서기관(02-2110-4898)

이영훈 해외투자과장, 고승진 사무관(02-2110-5377)

유성우 FTA팀장, 노지선 사무관(02-2110-4846)

한미 FTA가 에너지분야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쟁점>

① 한미 FTA가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인정

② 미국이 FTA 조항을 근거삼아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음

③ 외국인이 발전설비의 30%, 발전사 1~2개를 소유하게 될 우려

④ 외국인 투자자는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ISD 제소 가능

⑤ 가스요금을 상업적 고려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여 지차체 요금조정

권한이 축소되고 도시가스의 지속적 확대정책이 사실상 불가능

① (쟁점) 한미 FTA가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인정

 ㅇ 한미 FTA 협정상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수준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 한미 FTA를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추가적으

로 확대한 것이 아님

* (현행 외국인투자제한) 한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 지분의

40%, 발전설비및송배전판매부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각각 30% 및 50%로제한



② (쟁점) 미국이 FTA 조항을 근거삼아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음

 ㅇ 한미FTA 부속서는 우리나라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

시하고 있음

   -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FTA의 영향을 받지 않음

 ㅇ 특히, 정부나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자산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내국민대우 적용이 유보되므로 (부속서 2)

   - 향후 우리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발전자회사를 매각하게 되

는 경우라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음

③ (쟁점) 외국인투자자가 발전설비의 30%, 발전사 1~2개를 소유하게 

될 우려

 ㅇ 화력발전 5개사는 모두 한전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

는 자회사로, 

   -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FTA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설령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라도,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처리

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제한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발전설비용량 >

‘11.10.31 기준 (단위:만kW)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민영회사

총계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소계

기타(8개사

)
30.25

%

10.60

%

10.03

%

10.61

%

11.66

%

11.13

%

84.28

%
15.72% 100%

23,9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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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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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쟁점) 외국인 투자자는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ISD 제소 가능

 ㅇ 한·미 FTA(한·미 FTA 제16.2조제1항나호 후단 및 각주3)* 하에서 전

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그대

로 유지되어 정부의 요금규제는 ISD 제기 근거가 되지 않음

* 각주3: 나호(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는 규제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특정 요금이나 그 밖의 조건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⑤ (쟁점) 한미FTA로 도시가스 도소매업에 외국자본 진출시 가스요금을 

상업적 고려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여 지차체 요금조정권한이 축소

되고 도시가스의 확대정책이 사실상 불가능

 ㅇ 한·미 FTA 제16.2조제1항나호에 지정독점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

간기업처럼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s)에 따라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 동 조항 후단 및 각주3에 정부가 지정한 운영요건(요금, 사업구역 

등)을 따르기 위한 경우,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음

 ㅇ 도시가스 소매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은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부터 허용되어 온 것으로,

   - 지자체 역시 지역적 사정에 근거한 요금조정 정책* 가능하여 한·

미 FTA가 발효로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이 위협받을 수 있다

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일반도시가스 소매사업자가 원가에 마진을 붙여 승인신청을 하면,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심의위원회가 심의 후, 지자체장이 최종 승인



제 목 : “공공정책 분야 ‘단서에 단서’ 조항 많아 무력화 우려” 경향신

문 기사(12.6) 관련

“공공정책 분야 ‘단서에 단서’ 조항 많아 무력화 우려” 제하 12.6(화) 경향

신문 기사(김지환 기자)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

실관계와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금융 세이프가드(부속서 11-사)

(기사내용)

 o “한·미 FTA ‘부속서 11-사’를 보면 발동 기간이 1년 이내일 것(극히 예

외적 상황일 경우 미국과 조율해 연장), 몰수 금지, 미국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금지 ...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송금, 론스타와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연계된 지급·송금은 아예 세이프가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한·미 FTA ‘부속서 11-사’는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

안, 우리측 요구에 따라 우리의 외국환거래법상 세이프가드 조치*가 한·미 

FTA 협정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확인한 것임.

   - 우리의 여타 기체결 FTA와는 달리 한·미 FTA에서는 우리나라만 세

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가능하며, 미국은 발동 불가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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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미 FTA에 규정된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들은 우리의 외국환거래

법 및 국제통화기금(IMF) 협정문상의 의무와 동일하여, 새롭게 추가된 것

이 아님.

 <발동기간 1년 이내> 

 o 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발동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로 규정(제6조제3

항)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우리 국내법보다 완화된 요건을 규정(원

칙적으로 1년 이하, 연장가능)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o 외국환거래법상 세이프가드 조치의 목적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유출입을 일

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을 몰수하는 것이 

아님.

 <미국의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o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서

비스협정(GATS)상 요건과 동일한 것으로, 한·EU FTA, 한-싱가폴 FTA

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 기체결 FTA에 이미 포함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송금 예외>

 o 국제통화기금(IMF) 협정문의 의무에 해당하는 요건이며, 한·미 FTA 부

속서 11-사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임.

 <외국인직접투자는 제한 불가>

 o 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금융 세이프가드의 적용대상

에 포함하지 않으며, 한·미 FTA상 규정은 이를 반영한 것에 불과

2. 간접수용(부속서 11-나)

(기사내용) 

 o “정부의 조치가 공공복지 목적이더라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



은 드문 상황‘일 경우에는 정부가 미국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한·미 FTA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과 같

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의 예외로 명시

하고 있음(협정 부속서11-나).

   - 또한, 상기 예외에 규정된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인 것

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각주 19).

 o 다만, 행위가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rare circumstances, such as, when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 is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의 경우와 

같이 비례성이 극단적으로 훼손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수준으로서 간접수용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보상이 수

반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

3. 공공요금(제16.2조)

(기사내용)

 o “공공요금 역시 단서에 단서가 꼬리를 물고 있다. 한·미 FTA는 정부의 

공공요금 규제 권한을 금지하고 있진 않다. 문제는 이 권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서를 지켜야 한다. 우선 미국 투자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간 회사와 경쟁하는 시장에서 미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

지 말아야 한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한·미 FTA는 정부의 공공요금 규제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음(협정 

제16.2조 제1항나호 및 각주3). 



 o 다만, 이러한 규제 권한에 대한 단서를 두고 있는 바, 동 단서의 내용은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기업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FTA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하여 비독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전력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미국인 투자기업에 대

해 국내 기업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거나, 

   - 전력공급시 계열사 상품을 끼워팔거나, 계열사 상품을 구매시 전력요금

을 할인해주는 행위 등으로 계열사가 속한 비독점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임. 

 o 상기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

위의 남용금지) 및 제2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따라 이미 규제되는 행

위로써, 동 조항을 통해서 정부의 공공요금 규제권한이 무력화된다고 주장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임. 

4. 사회보험의 협정 적용 배제(제13.1조)

(기사내용)

 o “한·미 FTA 13장(금융서비스)을 보면 사회보험은 13장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사회보험이 민간과 경쟁하는 영역에서는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다고 규정돼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한·미 FTA 금융챕터는 공적퇴직연금제도 및 법정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서는 금융챕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협정 제13.1조 제3항). 

   -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

용하는 한도에서는 금융챕터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o 현재 국내 법정사회보장제도는 의무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어, 상기 단서



상의 민간과 경쟁하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챕터 적용이 배제됨.

   - 한·미 FTA 서비스챕터도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협정이 적

용되지 않음을 명시하면서,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거나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995년 WTO 서비스협정(GATS)부터 규

정된 조항으로 한·미 FTA만 포함된 단서는 아님. 

5. 미래유보(부속서II)

(기사내용)

 o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과거 민간기업

이었지만 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은 그렇지 않

다. 또 국내 발전설비의 30%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해야하고, 경제자유

구역 내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은 정부가 협정 체결 전에 자

발적으로 개방한 분야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공기업 민영화>

 o 민영화 관련 유보의 의도는 기존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 내외국인 차별

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확보한 것이며, 정부가 공적자금

을 지원하여 민간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와 같이 민간 기업이 일시적

으로 국가소유가 된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음.

   - 따라서 ‘단서’ 조항 때문에 정부권한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

님.

 <발전설비 30% 매각>

 o 발전설비에 관한 외국인의 투자 한도를 30%로 설정한 것으로서 국내발전

설비의 30%를 외국에 매각해야한다는 것이 아님.



   - 한·미 FTA상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는 기존 국내법(외국

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5조, 별표2)에 따른 제한을 반영한 것임(상

세내용 2011.11.29 지경부 보도자료 “한·미 FTA가 에너지분야 공공정책에 미치

는 영향” 참조).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

 o 우리는 한·미 FTA상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정부 규제 권한

을 확보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개설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

책의 일환으로 한·미 FTA 협상 이전인 2002년에 관련 법을 제정하여 

허용한 것이지, 한·미 FTA를 통해 새로이 도입되는 것이 아님.

 o 동 단서를 포함한다고 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권한

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는 변

화가 없으므로 상기 기사는 과장된 주장임.

6. 개성공단(부속서 22-나)

(기사내용)

 o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한반도 비

핵화 진전, 노동·임금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자 함.

 o 한·미 FTA는 부속서 22-나의 내용을 통하여 개성공단과 같은 역외가

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미 FTA 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음.

   - 동 부속서 내용에 근거하여 협정 발효 후 역외가공지역의 지정을 위

한 요건,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등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양국간 논의되는 것임. 



   -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 지정요건을 충

족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동 결정이 양 당사국에 권고되며, 양 당사

국내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예정임.

 o 부속서 22-나 제3항에 나열된 충족기준들은 미국 행정부·의회에서 북

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역외가공지역의 

지정 요건 중 일부 예시를 규정한 것임. 

7. 수용·보상 의무 및 최소기준 대우 의무 유보 여부

(기사내용)

 o “이해영 교수는 ‘정부는 미래유보 등을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확보

했다고 하지만 수용·보상 의무, 최소기준 대우 의무 등은 모든 분야에

서 유보하지 못했다’ ... 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 협정상의 유보 대상인 의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

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상기 기사에서는 마치 대우의 최소기준과 수용 및 보상 조항이 투자챕터

상 유보 대상이 되는데, 한·미 FTA에서 우리가 유보를 하지 않은 것처

럼 오도하고 있으나, 이는 유보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임.

   - 최소대우기준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적법절차와 경찰 보호 등을 제공

할 의무는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의무이며,

   - 수용의 경우,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것은 국제법상 원칙이며, 국

내적으로도 헌법에 따른 당연한 의무로서 유보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

    ․단,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 

적법절차를 요건으로 함(협정 제11.6조).

    ․만약 수용 및 보상 조항에 대해 유보를 한다면, 보상 없이 수용을 하거

나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수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임. 

 

o 참고로, 한·미 FTA상 서비스·투자 챕터는 협정에 비합치 되는 조치를 부속

서I(현재유보)와 부속서II(미래유보)에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 투자챕터상 유보 대상 의무는 내국민대우(제11.3조), 최혜국대우(제11.4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에 국한되며, 

   - 서비스챕터상 유보 대상 의무는 내국민대우(제12.2조), 최혜국대우(제

12.3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에 국한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설 명 자 료
배 포 일 12월 6일 / (총 2 매) 담당부서 통상협력담당관

과 장 홍정기
전 화

02-2023-7250

담 당 자 정유진 02-2023-7241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등 법정사회보험의 경우 민간과 경쟁하는

영역에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12월 6일자 경향신문 “공공정책 분야 ‘단서에 단서’ 조항 많아 무력화

우려”에 대하여

□ 기사 주요내용

○ 한-미 FTA에서 정부가 확보한 정책권한에 예외, 단서조항이 붙어 

해당 권한이 무력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민간과 경쟁하는 한도에서 13장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 설명내용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상업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민간

보험 및 연금 상품과 경쟁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 한-미 FTA는 정부의 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법정사회

보장제도에 대하여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 이러한 서비스가 상업적(on a commercial basis)으로 제공되고 



민간과 경쟁(in competition)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 한-미 FTA 제12.1조 제6항 : 이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

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라 함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3.1조 3항 :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협정부터 규정된 조항으로서 비단 

한-미 FTA만 포함된 특정적인 단서는 아닙니다.

*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제3항 나호 : “서비스”는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1조 제3항 다호 :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는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에 공급되지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국민연금제도는 협정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단서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우리 정부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국민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5. 의약 분야 관련



제목 : “영리병원 폐쇄땐 한·미 FTA 위반” 한겨레 신문(8.10) 관련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영리법인을 폐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는 8.10(수) 한겨레신문 기사 내용은 외교통상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

변자료를 왜곡, 보도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영리병원이 의료비 과다인상 등 부작용이 생기

더라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영리법인을 폐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박

주선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외교통상부 답변 자료를 인용)

(사실관계)

1. 박주선 의원측은 별첨 질의·답변자료에서와 같이 “한국 국회가 경제자

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에서 정한 영리병원 허용 등을 폐지하

여 별도의 보상없이 영리병원 설립 특례를 몰수할 경우” 한·미 FTA 관

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를 해왔음.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동 특례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영리병원

을 별도의 보상없이 폐쇄하는 경우, 구체 사안에 따라서는 한·미 FTA

투자챕터상의 수용과 보상조항(제11.6조) 위반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2. 상기 답변은 제주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의료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동 특례법에 따라 외국 영리의료법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정부가 추후 입법을 통해 적절한 보상없이 전면적으로 이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683호    배포일시 : 2011.8.10(수)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 (☎:2100-8105)



를 폐쇄하는 것은 한·미 FTA 상에 규정된 수용과 보상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음을 지적한 것임.

대한민국 국회가 그러한 사후입법을 통해 외국투자업체에 대해 무보

상 몰수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나, 의원의 질의가 있으므

로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가정적 질의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을 제공한 

것임.

이러한 설명은 한·미 FTA 부속서에 따라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

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 행위는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정

부의 기존 설명과도 전혀 배치되지 않음.

3. 더구나, 한·미 FTA가 없더라도 기존 법령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설립

된 외국인 투자기업을 동 투자기업의 귀책사유없이 무보상 폐쇄하는 

것은 “재산권의 수용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우리 헌법 제

23조제3항 및 관련 법령에도 어긋나는 자의적 행정행위가 될 것임.

4. 다만, 경제자유구역 등에 개설된 개별 외국 의료기관의 허가 취소는 관

련 법령(「의료법」제64조 및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의료관계 행정

처분 규칙」)상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등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

으며, 이는 한․미 FTA 협정상 국내규제에 해당되어 협정위반을 구성

하지 않음.

첨부 : 상기 박주선 의원 질의답변 자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참고> 박주선의원 질의에 대한 외교부 답변자료

(박주선의원 질의 요지, 8월2일)

한미FTA 대한민국 미래유보(부속서2) 중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유보의 단서로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에서의

영리병원 허용, 국민건강보험 당연적용 제외 등의 특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o 만일 한국 국회가 위 두 법률의 시행 후 위 두 법률에서 정한

영리병원 허용 등을 폐지하여 별도의 보상없이 영리 병원 

설립 특례를 몰수할 경우, 이것이 한미FTA 수용 보상 조항

(11.6조)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및 대우최소기준

(11.5조)이나 송금(11.7조)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외교부 답변 요지, 8월8일)

□ 우리는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현지주재 의무에 대해서 포괄 유보를 

하고 있음(부속서II의 35번째 유보).

o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

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는 동 유보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

□ 만일 동 특례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영리병원을 별도의 보상없이 

폐쇄하는 경우, 구체 사안에 따라서는 한·미 FTA 투자챕터상의 수용과 

보상조항(제11.6조) 위반 가능성이 있음.

o 수용은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으로, 그리고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

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인바, 한·미FTA의 수용 

조항은 동 원칙을 확인하고 있음.



o 따라서, 보상없이 운영중인 영리병원을 몰수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서 수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한·미 FTA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포

함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제11.5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등 위반 여부는 정부 조치의 

비차별성, 공공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o 상기 사안에서 송금 조항 위반 여부는 불명확하며, 구체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제 목 : “한·미 FTA 충격, 중소상공인·서비스업 무방비” 제하 한국일보 보도

(10.10) 및 “미 투자자 손해,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제하 한

국일보 보도(10.11) 관련

“한·미 FTA 충격, 중소상공인·서비스업 무방비” 제하 한국일보 신문기사

(10.10) 및 “미 투자자 손해,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제하 한

국일보 신문기사(10.11) 내용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기사내용) 

 o “리먼 사태를 불러왔던 미국의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도 어려울 전

망이다. 서비스 분야 협상 때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미국의 파생상품과 같은 신금융서비

스(new financial services)를 다음과 같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하였음. 

   - 현행 우리나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급될 수 있으며,  국

경간 무역을 통한 공급을 허용하지 않고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공

급할 수 있도록 제한

   -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형태를 우리나라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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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제도 운영 가능

 o 이러한 장치 외에도, 우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

한 건전성 규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2.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한·미 FTA가 적용되는지 여부

 (기사내용) 

 o “전문가들은 ‘서비스 분야 조항은 공적퇴직연금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

를 제외하고 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는 공적퇴직연금제도 및 법정사회보장제도를 적용 배제하는 한

편, 금융챕터상의 제반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금융제도 전반의 안전

성 보장 등을 포함하는 건전성 규제 조치 채택 가능

   -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국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수출 진

흥·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정책목적을 위한 기존의 기능을 계속하여 수

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우리 정부는 수협, 기업은행 등의 정부지원기관에 대해서 손실 보전, 조세 면

제 등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음을 확인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금융서비

스의 국경간 공급의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개방(Positive 방식)

3. 국민건강보험과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

 (기사내용) 

 o “한·미 FTA 체결로 개방된 조항은 다시 체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는 ‘역진방지조항(ratchet·래칫)’도 마찬가지. 이 조항이 발효되면 정부가 

공공정책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치아보험을 민영

화한 후 미국 보험업체가 관련 상품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이를 다시 국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기 어렵게 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현재유보에 기재한 비합치조

치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며,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아예 제외된 

분야에는 동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적용되지 않음. 

 o 기사에 예시된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법정사회보장제도로서 한미 FTA 금

융챕터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자유화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적용되지 않음.

 o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아예 금융챕터의 예외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동 제도상의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한·미 FTA

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함.

    ※ 참고로, 현행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민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

는 않는 범위에서만 보충적으로 보험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지방은행에 대한 우대

 (기사내용)

 o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차별을 금지한 외환건전성 규제 조항에 따라 앞으

로 미국 은행들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50%만 내고 있는 국내 지방은행들을 

차별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금융 분야의 허점을 지적한다.”

 (사실관계) 

 o 지방은행은 현행 우리 은행법 등에 따라 영업범위·자본금 등 기타 요건에서 아

래와 같이 일반 시중은행과 상이한 조건에서 영업중에 있어, 주로 시중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내·외국 은행간 차별이라는 이유로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움. 

    ※ 내국민 대우는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인 경우에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임.

   -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전국을 영업으로 하지 않고, 자본금 요건도 시

중은행에 비해 작으며, 높은 중소기업 대출의무를 부담

5.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기사내용) 

 o “송기호 변호사는 ‘…(중략)…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정부 조치도 사

실상 금지시켜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에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o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적 구속력

이 없어 한·미 FTA와 상충될 소지는 없음.

 o 다만,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제정 추진중인 바, 

WTO/GATS(서비스협정), 기체결 FTA 및 투자보장협정에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6.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기사내용) 

 o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직접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교역기구

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미국의 한 택배 회사는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를 체결한 캐나다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적

이 있다. 자칫 미국 투자자의 손해를 우리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관계)

 o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는 한·미 FTA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아니

라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일반화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외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유용함.

 o ISD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례를 보면, 대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서 국

제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한 조치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나, 합리

적·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정부 조치가 ISD 제도로 인해 제약을 받지는 

않음.  

   - 참고로 기사에서 예시한 美 UPS 대 캐나다 사건은 중재판정부는 UPS

의 NAFTA협정의 내국민대우 등 위반 주장을 기각하여 투자자가 패소한 

사례임.

7. 복제약의 지적재산권

 (기사내용) 

 o “‘복제약의 지적소유권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최소 1조원대 피해가 예

상되나 별다른 대책이 없다‘(백일 교수)는 의견도 나왔다.”

 (사실관계) 

 o 복제약은 지적재산권과는 무관하며, 한-미 FTA에서 보호기간이 50년에

서 7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저작권에 관한 사항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 4개 … ‘미국법 이식’ 

” 한겨레신문 기사(11.2)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4개 … ‘미국법 이식’” 제하 11.1

(화) 한겨레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다수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해야 할 한국법은 23개인 반면 미국법은 4개

(기사내용)

❒ “한-미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자동차법에서부터 우편법, 의약법, 저작권

법, 공정거래법, 행정절차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23개의 법률를 개정해야 하

지만 미국이 바꾸는 법률은 관세법·무역법 등 4개뿐이다.”

 (사실관계)

❒ 우리법 체계와 미국법 체계의 차이로 도외시한 단순 개수 비교는 부적

절

  ◦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해 4개 기존 법률의 8개 항목을 개정

하고 6개 항목에 걸친 입법 사항을 새로 제정

※ 미국은 법을 제·개정할 때 하나의 법에서 다수의 개정·제정사항을 포괄하는 방식

을 채택

2. 우리의 일방적 의무규정이 과다하다는 지적

(기사내용) 

❒ “실제로 한쪽의 의무만 규정한 조항(shall)의 경우, 우리 쪽 의무규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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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의 8배나 된다.”

(사실관계) 

❒ 해당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shall을 계산

하는 것은 부적절

  ◦ 이는 유보리스트, 이행의무 유예사항 등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규정

이 “Korea shall”로 시작함에도 ”shall“을 단순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간주한 결과

① 유보리스트, 이행의무 유보 등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한 규정인데도 shall이 들어

간 경우

- 서비스 유보리스트: 우리가 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보리스트에 우리는 91개, 미국은 18개의 shall을 계산

- 우리가 발효후 시차를 두고 이행하는 유예 사항(단계적 개방)은 협상 결과로 

획득한 것임에도 불구, 단순한 의무 사항으로 계산

- 양허표상 수입쿼터(TRQ)관련 부록: 미국은 시장개방 보완 수단으로 TRQ를 1개 

품목에만 설정한 반면, 우리는 16개 TRQ 품목에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오히려

이를 “Korea shall”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불리한 의무사항으로 계산

② 구속적이 아닌 표현인데도 의무사항으로 해석: 가령, “shall endeavor”나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같은 비구속적 사항도 개수 계산에 포함

3. 역진방지(ratchet) 규정 문제

(기사내용) 

❒ “특히 래칫조항(ratchet·역진방지)탓에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있어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되돌릴 수는 

없다.”

(사실관계)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래칫조항’은 서비스·투자 분야의 일부인 ‘현재

유보(부속서 I)’에 규정된 조치에만 적용되는 것임.

❒ 동 조항은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FTA 등 국내외 다수 협정의 서비

스 및 투자 분야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 개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



고 서비스의 점진적 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공공 서비스 등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운용과정에서 규제가 강

화될 수 있는 분야는 부속서 II(미래유보)에 기재하여, 우리 정부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규제를 도입·강화가 가능(미래 유보에는 ‘래칫조항’이 비

적용)

  ※ 미래유보: 보건·사회서비스, 방송 등 시청각분야, 전기·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초-중등 교육 및 성인교육 등 44개 분야

4. 우편 서비스/우체국 보험 개방

(기사내용)

❒ “한-미 협정에 따라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우편법이 개정됨으로써 우편사업은 국가 독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된다. … 모든 국제서류 배달서비스가 민간에 개방될 뿐만 아

니라, 중량이 350ｇ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통상요금의 10배가 넘는 경

우에도 민간이 송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사실관계) 

❒ 현행 우편법상 우정당국의 신서독점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상황인바, 이미 국내 각종 택배회사, 퀵서비스 및 DHL, UPS 등 다

국적 특급배달업체들이 수년전부터 서류송달 업무를 영위중임.

  ◦ 우정사업본부측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그간 개정을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2003년 DDA 1차 양허안에 "특급배달" 업종을 신규 양허하고, 

한-EU FTA에서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 포함

❒ 따라서, 국회에 계류중인 우편법 개정안은 “한-미 FTA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임.

(기사내용) 

❒ “민영보험에 길을 터주고자 우체국보험을 강력히 견제하는 장치도 마

련된다. 이와 관련해 개정되는 법률이 우체국예금보험법이다. 우선 규



제 감독권이 지식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옮겨져 우체국보험이 

민영보험과 동등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사실관계) 

❒ 한·미 FTA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정부기관임을 확

인하여, 금융챕터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지경부 우정사업본부는 발효 

후에도 우체국 보험에 대한 규제 권한을 계속 보유함.

  ◦ 단,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감독 강화

를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발효 후 2년간 유예된 사항임.

5. 지재권 집행 강화

(기사내용)

❒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

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 탓이다.”

(사실관계) 

❒ 상기 사항에 대한 국내제도는 변동이 없으며, 현행 민사집행법으로 이

행 가능한 사항임. 

  ◦ 한·미 FTA 제18.10조제17항은 일방적 잠정조치 요청에 대해 신속하

게 대응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한·미 FTA로 인해 가처분 등의 결

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

(기사내용) 

❒ “한미 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도입해, 권

리자의 고소 없이도 세관원과 검사들이 지적재산권 집행을 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관계) 

❒ 한·미 FTA 제18.10조제22항은 상표권·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고

소 없이 직권으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

법 제235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

(기사내용) 

❒ “미국 아메리칸대학이 공개한 지적재산권 보고서는 최근 미국 의회가 승인

한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한·미 FTA에서는 영

화관에서의 불법녹화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 OECD 국가인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나 파나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

화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며, 우리 영화의 지재권 보호도 긴요함.

❒ 한·미 FTA 제18.10조제29항은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

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함.

  ◦ 제작 비용이 막대한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영화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

6.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기사내용) 

❒ “복제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특허권자한테 이를 통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실관계) 

❒ 동 통지는 식약청장이 아닌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함. 별도



의 임상실험없이 기존 특허권자의 자료를 사용하여 복제약 시판 허가를 

신청한 자가 원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것임.

(기사내용) 

❒ “결과적으로 싼값의 복제약 출시가 늦어져 국내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실관계) 

❒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 동 제도는 모든 복제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복제약의 시판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

❒ 호주의 경우, 미·호주 FTA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기시행중이나 호

주내 복제약 출시지연 또는 약가상승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음.

(기사내용) 

❒ “세계에서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다.” 

(사실관계)

❒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특허 신약

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국내 제약업계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제도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

으므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님. 



7. 동의의결제 도입

(기사내용) 

❒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동의의결제’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도 미

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관계) 

❒ 동 제도는 한·미 FTA와는 별개로 2005년부터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의 선

진화와 기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온 제도임. 

❒ 동 제도는 현행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방식에 비해 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 ②사건 조사·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 경

감, ③가격인하 등 소비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보상 가능 등의 이유로 주요 

국가에서 대부분 도입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그 도입을 반기고 있는 제도

임.

   ※ 일본(1959년), EU(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국가에도 보편화

8. 자동차 세수 감소

(기사내용) 

❒ “한·미 FTA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은 미

국 업체에 돌아가며,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 5년간 총 3조 8189억원의 

세수가 감소”

(사실관계)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성장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

로 연평균 5.4조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국내 소비자

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사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기준도 미국 잣대에 맞춰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정하게 돼 있는 초저배출 차량 기준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규정집보다 더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미 협정에서 명

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1.바」에서 규정되어 있음. 

  ◦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

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배

출가스 기준을 캘리포니아주가 정하는 것은 아님.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목 :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제하 11.2

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언급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 제기 쟁점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제하 11.2일자 경향신문에 보

도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5대 쟁점 보고회 내용중 “영리병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서울시와 경기도 학교급식” 등 일부 쟁점 사항

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급되지 않은 쟁점 사항의 경우, 정부 입장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도

로 기술하지 않았음.)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기사내용)

  o “한·미 FT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세계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만

들어진 협정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하지

만 한·미 FTA에는 이러한 사정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o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당시부터 금융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금

융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인식·제기하여 다양한 

안전장치를 협정문에 반영하였음.

   - 금융시장의 안전성 제고,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포

함하는 금융 건전성 정책을 협정의 예외로 확보하고,

   -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 상황을 감안, 외환위기 발생시 우리 외국환거

래법상의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95호   배포일시 : 2011.1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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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건전성 조

치를 비롯하여 금융 시장 교란 방지 및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음. 

2. 한·미 FTA의 양국 내 법적 지위

 (기사내용)

  o “한·미 FTA는 한국에선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면 국내법의 지위를 부

여받는다. 하지만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을 보면, 미국은 이 협정

이 미 국내법보다 후순위라는 게 명시돼 있다.”

 (사실관계)

  o 이미 우리부 보도자료(8.12, 10.5) 등을 통해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한·미 FTA를 양국의 국내법 체제로 수용하는 방식상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

법적 의무(협정문 제1.3조)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o 조약,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제에 수용하는 방법은 나라마다다를 

뿐, 이를 서열관계로 보는 접근은 옳지 않음.

3.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기사내용 : 약사법 개정안에 시판방지조치 관련 사항 누락)

  o “약사법 개정안은 첫 번째 단계만 들어가 있고 3년 유예된 시판허가 

금지에 대한 정부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o 의약품 시판방지조치(협정 제18.9조제5항나호)는 2012.12월 추가협상 결

과에 따라 협정 발효 후 3년 이후부터 적용될 사안이므로 금번 약사

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3년 유예기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기사내용 : 값싼 복제약 이용 기회 감소)

  o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들이 보다 싼값에 효과있는 복제

약을 이용할 기회가 줄어든다.” 



 (사실관계)

  o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단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복제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그 중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부 복제약의 

시판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적용됨. 

  o 미국과의 FTA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호주

의 사례를 보더라도, 복제약 출시지연 또는 약가상승이 거의 발생하

지 않았음. 

 (기사내용: 허가·특허 연계제도 비용 추계)

  o “2007년에 했던 경제적 성과 분석이 그대로 제출됐다. 추계방법도 과

학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변수도 잘못 설정했다.”

 (사실관계)

  o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2011년 8월 다시 실시하

여 제출하였으며, 추계방법 및 변수 설정 등 합리적인 분석 방법을 

설정하였음.

4.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기사내용)

  o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단서조항은 바뀌거나 삭제돼야 한다.”

 (사실관계)

  o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에도 불구, 어려운 협상

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

원회」를 가동,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지정을 통한 

특례 원산지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합의

   - 향후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무역지대를 추후 역외가공지대



로 인정 가능

  o 미국의 현행 대북제재 정책상 북한산 제품의 미국 수입은 미 재무

부의 허가제로 운영되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나, 동 대북

제재 정책으로 인해 향후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님. 

5. 영리병원

 (기사내용)

  o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6군데 있는데 영리병원이 고착화되면 문제

가 생겨도 영리병원제도 자체의 취소가 불가능하다.” 

 (사실관계)

  o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지역

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영리병

원 허용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임. 영리병원 제도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님.  

  o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제도는 우리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함께 검토해야할 사안임. 

  o 영리병원 제도 폐지 여부는 우리의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연속성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며, 신중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동 정책 추진시의 국가적 비

용,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 국민 혼란 등의 측면에서 심도 깊은 고려 

필요

  o 아울러 의료법, 약사법 등의 국내 법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의료 영

리법인에 대한 감독·규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 영리법인의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



6.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교급식

 (기사내용) 

  o “한·미 FTA는 지자체의 경비지원으로 시행되는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

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사실관계) 

  o 한·미 FTA 정부조달 의무는 양허표에 기재된 기관의 조달행위만 적

용되는 것이므로,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한·미 FTA 정부조달상의 내국민 대우 의무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

음. 

  o 아울러, 양허표에 기재된 중앙정부기관에 대해서도 학교급식 분야는 정

부조달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하였으므로, 한·미 FTA가 발효

되어도 우리 농산물을 우대하는 학교급식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

함. 

 

7. 상충법률

 (기사내용) 

  o “정부가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가 한·미 FTA와 상충하는지 파

악하지 못하다.”

 (사실관계) 

  o 현재 국회 각 소관 상임위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개정법

률이 심의중임. 우리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개정

법률 입법이 마무리 되는대로 하위법령 정비작업을 본격 진행할 예

정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설 명 자 료
배 포 일 11월 4일 / (총 2 매) 담당부서 통상협력담당관

과 장 홍정기

전 화

02-2023-7250

담 당 자
이선주

정유진

02-2023-7256

02-2023-7241

보건복지부는 FTA 괴담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11월 4일자 조선일보 5면 “맹장수술비 900만원, 물값 폭등? 황당한 FTA

괴담” 기사 관련

□ 설명내용

1.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이 100만원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건강보험제도는 공적사회보험으로써 한-미 FTA 협정의 대상

에서 제외*되며,

* 한-미 FTA 제13.1조 3항 : “이 장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

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

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공공목적의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는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확보하였음 (한-미 FTA

부속서Ⅱ 대한민국 유보목록 부록 Ⅱ-가, 7번째 유보 및 35번째 유보)

○ 정부는 전국민 가입 및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것이며 민영화 계획은 없음



2.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부 

복제약의 시판허가 신청에만 적용되며(약사법 개정안(의안번호 12920) 31조의 4)

-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 후 허가가 진행되므로, 한-미 FTA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 복제약은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음 

○ 약가 결정과 관련, 정부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우리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므로 한-미 FTA로 약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보 도 설 명 자 료
배 포 일 11월 10일 / (총 2 매)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박인석

전 화

02-2023-7305

담 당 자 심은혜, 이선주
02-2023-7292

02-2023-7256

11월 10일 노컷 뉴스 우희종 교수 “한․미 FTA 이후, 맹장수술

900만원 괴담아니다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최근 SNS상에 떠돌고 있는 한미 

FTA 의료부분 관련 소문들은 괴담이 아니라고 지적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수술비를 고려할 때 한미 FTA가 비준될 경우 전체적으로 수술비가

3~4배 상승할 것

- 또한 한미 FTA 체결로 미국 제약회사들이 약값 상승 주도할 것

□ 설명내용

○ 한-미 FTA에서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 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한-미 FTA가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기초의료보장 등 공적 의료 체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은 한미 FTA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제한적으로 외국법인에 한하여 허용한 

것이며, 전국적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맹장 수술과 같은 진료비가 전체적

으로 상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한-미 FTA가 비준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그대로 유지

되므로 의료행위의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 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매년 건보공단

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계약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지고 있고,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어 수시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정부, 공급자, 가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정

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복제약은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진료비 및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므로 한-미 FTA로 진료비 및 약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  대 변 인



제 목 : “미 의료계 ‘FTA로 영리병원 장애물 제거될 것’” 제하의 

한겨레신문 기사(11.14) 관련

“미 의료계 ‘FTA로 영리병원 장애물 제거될 것’“ 제하 11.14(월) 한겨레신문 기

사(정은주 기자) 관련,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

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한·미 FTA 협상개시(2006.6월) 이전인 2003년

부터 역대 우리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것으로서, 

영리병원 설립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경제자유구역)에서만 허

용되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병원설립 요건으로 비영리법인 

요구)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상 적용이 배제되므로(협

정문 제13.1조제3항가호),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전혀 변화가 없음을 아울러 알

려드립니다.

 (기사내용) 

 o “미국 의료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미국식 영

리병원 설립의 걸림돌들이 제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한·미 협정을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의료체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1038호   배포일시 : 2011.11.14(월)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o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

환으로 한·미 FTA 협상개시(2006.6월) 이전인 2003년부터 추진해온 것으

로 한·미 FTA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것이 아님. 

 o 또한, 상기 영리병원 설립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된 지역 내의 외국법

인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

(병원설립 요건으로 비영리법인 요구)는 전혀 변하지 않음.

   - 기사에서 인용한 미상무부 보고서 또한 “Korea would guarantee access 

to ... the health care market in special economic zones"라고 기술하고 

있어, 의료 분야 접근 보장이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기사내용) 

 o “카프(필라델피아 소재 의료 센터 연합체인 PIM의 최고경영자)는 ‘... 한-미 협

정으로 센터 건립을 가로막던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라며, 특히 ‘... 한국의 

입법자들이나 행정가들이 국내법을 변경해 미국의 이익을 제거하기 어려워

졌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 

 o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리 병

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규정과 절

차를 준수하여야 함.

 

 o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영리병원 설립 이후에도 의료법, 약사법 등의 국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법령에 따른 감독·규제 위반시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연합뉴스 기획

기사(11.14) 관련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제하 11.14(월) 연합뉴스 기

획기사 내용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

다.

1.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

(기사내용 : 중재판정부 구성 관련)

 o “ICSID는 소송 건별로 3명의 중재인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데 분쟁 당

사자(투자사, 정부)가 각각 지명한 후보 4명 중 1명씩을 중재인으로 선

정한다. 의장 중재인은 선정된 중재인끼리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ICSID의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선임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하에서 ISD 중재 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됨. 분쟁 당

사자(투자자, 투자유치국)가 각각 1명을 중재인으로 임명하고, 분쟁당사자

가 합의하여 의장 중재인을 임명함(선임된 중재인이 합의하는 것이 아

님). 이 때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의장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협정 제11.19조)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1045호   배포일시 : 2011.11.15(화)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기사내용 : ICSID 회원국 탈퇴 관련)

 o “ICSID의 주요 피소 정부였던 베네수엘라가 회원을 탈퇴하면서 ISD 

제소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가 간 무역·투자협정이 늘

어나 분쟁 건수도 계속 증가세다.”

(사실관계)

 o ICSID 회원국(현재 147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볼

리비아와 에콰도르가 각각 2007년, 2009년에 ICSID를 탈퇴하였음. 

(기사내용 : 중재결과중 합의 관련)

 o 합의는 미국 기업의 피해보상 요구를 상대 정부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은 모두 33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사실관계)

 o 일각에서는 “합의”를 청구인(투자자)에 유리한 결정으로 간주하는 경향

이 있으나, 실제로 합의 사건은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

아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개된 사건

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이 없이 종결된 사건이 많기 때문

에, 합의사건 전체를 청구인(투자자)에 유리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기사내용 : 미국 정부 ISD 회부 관련)

 o “반대로 미국 정부가 ISD 제도로 피소된 것은 6건인데 모두 미국 정부

가 이겼다.”

(사실관계)

 o 미국 정부가 ISD에 회부된 건수는 15건이며, 이 중 최종 판정이 난 것

이 6건이며 9건은 진행중임.



(기사내용 : 사전동의 조항 관련)

 o “한국은 85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에 포

함된 ISD는 한국 정부가 사안에 따라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체가 무산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한·미 FTA와는 다르다.”

(사실관계)

 o ISD 조항이 들어가 있는 모든 FTA(6개)와 투자보장협정(BIT) 대부분(64

개)에 사전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총 87개중 70개). 따라서, 상당

수의 BIT의 경우에 우리 정부가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

체가 무산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2. ISD의 제소 범위 

(기사내용)

 o “ISD가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

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사실관계)

 o 기사에서는 제기사유로 “간접수용”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음. 

 o "간접수용“은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재산권에 

단순한 침해가 발생한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몰수되는 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경

우를 말함(부속서 11-나 제3항).

(기사내용)

 o “한국이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공공정책의 자

율성이 훼손되거나 ISD로 한국 정부가 피소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소송이 결국 정책의 위축

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 협정내용 중 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미 FTA협정상 ISD는 투자유치국의 

협정상 의무 등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

기가능함.

 o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은 ① 협정의 적용 배제, ② 예외, 

③ 개별 분야 정책 권한 확보, ④ 현재유보·미래유보를 통해 충분히 확

보되어 있음. (☞ 상세한 한·미FTA상 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예시)은 

2011.11.7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참조)

 o ISD 중재판정시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에도 ISD를 제기한 투자자에 대

해 금전적 보상만 해 주면 되고, 문제가 된 정부정책이나 조치를 수정

하거나 폐기할 필요는 없음(협정 제11.26조).    

(기사내용 : ISD 중재 비용)

 o “ISD 중재는 승소해도 이에 든 비용을 패소한 측이 물어주지 않아도 된

다는 점이 국내 재판과 다르다.”

(사실관계)

 o ISD 중재에서 패한 측이 비용을 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o ICSID를 통한 ISD 중재의 경우, 소송비용에 대해 명백하게 정해진 기

준은 없으며,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최근에는 패한 측에게 비용전체를 부담토록 하는 경향이 있음. 한편, 다

른 ISD 절차인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경우에는 패한 측 

부담이 원칙임. 따라서, ISD 제기시 질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상당함. 



3. 국민건강보험 ISD 제소

(기사내용)

 o “이는 '공공복지'의 정의를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

라 달라진다. AIA, 메트라이프 같은 미 보험사가 건강보험제도를 국

제중재단체에 제소하기 위해선 한국이 현 건강보험제도 체제를 유지

하는 것이 미 보험사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해

야 한다.”

(사실관계)

 o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협정 적용 자체가 배제됨(협정 제

13.1조제3항).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ISD 청구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움. 

4. 여타국가와의 FTA에 ISD 포함 여부

(기사내용)

 o “예를 들어 2007년 한중투자협정의 ISD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

라 허용된 투자에 대한 국가보증을 규정한 투자보증협정 형태로, 정부

의 일방적인 국유화 조치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제도

다.”

(사실관계)

 o ISD 제기는 협정상의 의무 위반을 실체적 요건으로 하는데, FTA와 

BIT간에는 협정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

용 및 보상, 송금 보장, 이행요건 등)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ISD

의 본질에 있어 FTA와 BIT간 차이가 없음. 실제로 한·중 투자협정상

의 ISD가 한·미 FTA상의 ISD와 그 성격과 절차면에서 차이가 없음. 



5. 의료비 폭등

(기사내용)

 o “하지만 한·미 FTA 체제 아래 영리병원이 생길 경우 의료비가 폭등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FTA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모두 인

정하는 부분이다.”

 o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금은 알 수 

없는 만큼 '맹장수술 900만원설'은 현재로선 괴담도 사실도 아닌 셈

이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에서 국민건강보험은 협정적용에서 아예 배제되고 의료서비

스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미래유보되어 있어 한·미 FTA로 인해 우리 

의료시스템에 변화가 전혀 없음. 

 o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이 개시(2006.6월) 되기 전인 2003년부

터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지역에 경제

자유구역을 설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임. 영리병원 제도

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님. 

 o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함. 영리병원은 경제

자유구역에만 국한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우리 의료서비스는 한·미 FTA로 인해 변하는 것이 없음. 따라서 설사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맹장수술 900만원설”의 예

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으며,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의료시스템이 우리에게 이식된다는 것

도 근거없는 주장임. 



6. 공공서비스 요금 폭등 

(기사내용)

 o “하지만 도시가스와 같이 이미 민간에 개방된 분야에 대해선 문제가 생

길 수 있다.”

(사실관계)

 o 정부는 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및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책 

자율성을 포괄적으로 한·미 FTA에서 명시하였음(미래유보 두 번째 유

보항목). 또한 민간의 참여가 허용된 공공 분야일지라도 요금에 대한 정부

의 통제권한은 그대로 유지됨(제16.2조 및 제16.3조).

 o 예를 들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현재 도시가스로 쓰는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지만 소매 판매는 민간기업이 담당함. 

한·미 FTA가 발효된 후에도 도시가스의 소매판매를 담당하는 민간기업

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 통제에 대

해 미국투자자가 ISD 청구를 제기할 근거가 없음.  

 o 참고로, 정부는 한·미 FTA상 공기업 또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어

떠한 약속도 한 바 없음. 

7.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카피약 사용 제약

(기사내용)

 o “다만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

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해 

왔는데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o “이는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

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에 특정기업이 제네



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해 재산권 

침해 여부를 물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 주는 것이다. 통보받

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와 시판이 금지된다.”

 

(사실관계)

 o 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 의약품을 시판하는 것은 당연히 특허권 침해

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정

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식약청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내 주고 

있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네릭 의약품이 시판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음.  

 o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

간(출원일로부터 20년) 중 특정기업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내에 특허권자

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시판허가를 내 주게 되므로, 제네릭 의약

품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됨(협정 제18.9조제5항). 

 o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한·미 FTA 발효 여부와 관계없

이 지금도 가능하고 향후에도 가능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설 명 자 료

배 포 일 11월 24일 / (총 2 매)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통상협력담당관

과 장
김국일

홍정기
전 화

02-2023-7360

02-2023-7250

담 당 자
김혜인

이선주

02-2023-7351

02-2023-7256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의약품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1월 24일자 한겨레 1면 “FTA 특허조항 때문에 한국 IT․약값 오를 것”,

서울신문 5면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인의 삶’ 어떻게 달라질까”

기사 관련

□ 설명내용

○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자가 특허만료 전에 국내 기업에게 특

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며(약사법 개정안(의

안번호 12920) 31조의 4)

- 특허기간 만료 후 국내기업이 복제약을 생산할 경우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무관하게 종전처럼 허가절차가 진행되며,

-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기업이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아울러, 우리나라 신약 가격은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음.

- 또한 복제약 가격은 신약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됨.

○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국내 복제약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정부는 부당한 특허권 남용으로 인한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계속 보완

해 나갈 예정임

보건복지부 대변인



제 목 :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제하 한겨레신문 기사(11.25) 관련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제하11.25(금)

자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 내용 중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오도하

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와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력산업 관련

 (기사내용)

 o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1일에 발효되면 전력산업의 민영

화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한-미 협정이 한국전력공사 지분의 

40%, 발전설비 부문 용량의 30%까지 외국인 소유를 인정했기 때문이

다.”

 o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가스요금 인상을 거부

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한·미 FTA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약속도 포함하지 않음.

 o 기사에서 언급한 상기 사항(각각 40%, 30%)은 협상 당시 우리 현행법·규

정(협상 당시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 증권거래법 제203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및 기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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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 정부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서

(부속서I(현재유보) 45번째 유보항목), 한·미 FTA를 통해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인상하거나 추가로 개방한 것이 아님. 

 o 한·미 FTA 하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

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므로(한·미 FTA 제16.2조제1항나호 후단 및 각주

3), 정부의 요금 규제는 ISD 제기 근거가 되지 않음.

   - 또한, 기사에 인용된 사례는 스페인 Gas Natural社 대 아르헨티나 사

건(2003)으로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존의 명시적 약속과는 달리 가

스 판매 대금의 달러화 환전 보장 및 정기적인 가스 가격 조정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동 사례를 상이한 상황하에 있는 우리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2. 가스산업 관련

 (기사내용)

 o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마저 위협받을 수 있

다. 한-미 협정의 제16장(경쟁)을 보면, 민영 지정독점기업은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 “한-미협정이 발효돼 도시가스 도·소매산업에 외국자본이 진출하게 되

면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나 도시가스의 지방확대 정책이 사실상 불가

능하게 될 것”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도시가스 소매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은 한·미 FTA 협상 개시 이

전부터 허용되어 온 것임.

 o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



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의 공공요금 규제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음.

   - 한·미 FTA 제16.2조제1항나호에 지정독점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간기

업처럼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s)에 따라 활동할 것을 규

정하고 있으나, 

   - 앞서 설명한 대로, 동 조항 후단 및 각주3에 정부가 지정한 운영요건(요

금, 사업구역 등)을 따르기 위한 경우,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

하고 있음.  

     ※ 공공요금에 관한 정부의 규제권한을 규정한 우리 국내법령(동 법령 내용은 한·

미 FTA 발효 후에도 그대로 유지)

        - 전기: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철도: 철도사업법 제9조, 도시철도법 제15조의2

        - 수도: 수도법 제38조

3. 철도산업 관련

 (기사내용)

 o “한-미 협정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설·운영되는 노선에 외국자

본이 진출하면 철도산업에 도입된 공공서비스 의무보조금(PSO) 제도가 무력

화될 가능성이 있다.”

 o “민자투자 지하철이 이미 존재하는 탓에 원가 이하로 운영하는 서울 메

트로, 도시철도공사, 대전·대구·부산 지하철도 낮은 요금을 계속 부과하

면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외국 투자자에게 제소당할 수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한·미 FTA의 서비스챕터상 보조금은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한·미 

FTA 제12.1조제4항라호) 한·미 FTA로 인해 보조금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

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민간투자사업 지하철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한·미 FTA 경쟁챕

터(제16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지하철 요금은 도시철도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

에서 정한 상한선 내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요금결정체계에 대해 한·

미 FTA는 어떠한 제약도 가하고 있지 않음.

 o 한·미 FTA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는 당사국의 투자챕터상 의

무·투자인가·투자계약 위반 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

만 제기되도록 발동요건이 제한적임.

   - 따라서, 투자챕터(제11장)상 의무가 아닌 경쟁(제16장) 원칙 위반을 이

유로는 ISD 제기 근거가 되지 않음.

4. 보건·의료 서비스

 (기사내용)

 o “우리 정부 규제 권한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조성된 의료기관, 약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6곳에 일단 허용되면 

의료비 과다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도 거액의 보상금을 주지 않는 한 

정부가 정책을 맘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정부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영리병원은 외국인투

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임.

   -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한·미 FTA로 도입된 것이 아니며, 

우리 역대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한·미 FTA 협상개시 이전인 

2003년부터 추진해온 제도임.



   - 그러나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한 실정임.

 o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상에 설립되는 외국의 의

료기관 등에 대해서 의료법·약사법 등 국내법에 따른 감독·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있어 법령 위반시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함.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특허기간이 아직 만료하지 않은 특허신약의 임상실험 자료를 원용하여 식약청에 

복제약의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에게 허가 신청사실을 통보하

도록 하고,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소송 등을 제기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복제약의 

시판허가 절차를 정지하는 제도 (한미 FTA 제18.9조 제5항)

한미 FTA 추가협상(2010.12월)을 통하여 시판허가 절차의 정지제도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확보 (따라서 금번 약사법 개정안은 특허권자에 대한 통보의무만을 규정)

제 목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오해와 진실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보도 등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동 제도에 대한 불필

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알려 드립니다.

1. (오해내용)

o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복제약의 시장진입이 늦어

지기 때문에 고가의 특허신약 대신 복제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해진다.”

(사실관계)

o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복제약 제조업체는 특허신약의 특

허기간 만료 전에 미리 복제약 시판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기간 만료를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받게 되므로, 특허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는 즉시 복제약 판매가 가능함.

o 현행 제도하에서도, 복제약 제조업체들은 특허기간 만료 전에 복제약의 

시판허가를 미리 받아 놓고, 본격적인 시판은 특허기간이 만료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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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복제약

의 시장진입이 늦어진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임.

- 현행 제도하에서 복제약 제조업체들이 신약의 특허기간 만료전에 사

실상 복제약을 판매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되

면 복제약 시판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8),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함.

2. (오해내용)

o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복제약 생산이 늦어져서 약값 상승을 불

러올 여지가 크다.”

(사실관계)

o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모든 복제약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허

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로 인해 약값

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o 현재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복제약은 신약 가격의 일정 비

율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약가가 인상되지는 않음.

※ 현행 제도상, 특허신약의 특허기간 만료시 신약은 이전 가격의 80%, 최초 복제약

은 신약의 68%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됨.

※ 2012.1.1부터 시행되는 「약가제도개편을 위한 고시」에 따르면, 특허신약의 특허

기간 만료시, 1년간 신약은 이전 가격의 70%, 복제약은 이전 특허신약의 59.5%, 1

년 후에는 신약과 복제약 공히 이전 특허신약 가격의 53.5%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

됨.

o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복제약의 가격이 특허신약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음. 한국소비자연맹의 최근 조사결과(2011.11.24), 상처연고제 

등 일부는 복제약이 오히려 2.1%~10.6% 비싼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3. (오해내용)

o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약 제조업체가 복제약 제조허가를 신청할 

경우, 식약청이 해당 약의 특허권을 가진 특허신약 제약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관계)

o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 특허권자에게 시판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는 

주체는 식약청장이 아니라,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복제약 제조업체

임.

o 특허권을 보유한 특허신약 업체는 이러한 통지의무가 없는 현행 제도하

에서도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복제약 제조업체에 대하여 특허 침해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

4. (오해내용)

o “값싼 복제약을 제조․판매하려는 제약업체로선 특허권자로부터 일일이 

특허 만료사실을 확인받아 오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사실관계)

o 앞서 설명한 대로, 현행 제도하에서 복제약 제조자는 특허기간 만료전에 

사실상 복제약을 판매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

하게 되면 복제약 시판허가가 취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약사법 시행규

칙 제43조 및 별표 8), 특허권 침해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

할 수 있음.

o 즉, 복제약 제조업체가 시판허가 신청 전에 특허권 침해여부를 일일이 확

인하여야 하는 상황은 오히려 현행 제도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음.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시, 복제약 제조업체는 식약청에 특허를 등재한 특허

권자에게만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기만 하면 됨. 따라서 허가․특허 연

계제도 도입시, 특허 침해여부 관련 불확실한 법률관계가 조기에 안정

될 수 있음.

5. (오해내용)

o “복제약 시판허가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

우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약의 제조와 시판이 금지된다.”



(사실관계)

o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소송 등을 제기하면, 법으로 정하는 일

정 기간 동안만 시판허가 절차가 정지되며(“정지기간” 설정), 특허분

쟁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약의 제조와 시판이 계속해서 금지되는 것

이 아님.

o 시판허가 절차 정지에 대해서는 추가협상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확

보하였는바, 동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 정지 기간

을 정할 예정임.

6. (오해내용)

o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더 늘어난다.

특허를 여러 개 걸어놓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계속 특허 연장을 할 수 있

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o 특허를 여러 개 걸어놓고 계속 특허를 연장하는 현상(에버그린 특허)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함.

o 다만,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이후, 에버그린 특허에 의해서 복제약 시

판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확보한 유예기간 3년 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내법을 정비할 

예정임.

7. (오해내용)

o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국-유럽연합(EU) 협정에서도 도입하지 않았

고, 미국이 페루․파나마․콜롬비아와 맺은 협정에서도 2007년 재협상

을 통해서 뺀 적이 있다."

(사실관계)

o EU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자료보호기간을 신약 

출시 후 10년으로 규정(우리는 시판허가일로부터 6년, 미국은 5년)하여 

허가․특허연계제도보다 더 강력하게 의약품 지재권을 보호하고 있



음.

o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신약의 임상실험 자료를 원용한 복제약 허가신

청을 일단 받아주되, 허가절차에서 특허권자가 이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인 반면, EU의 자료보호 제도는 10년 동안 임상실험 자료의 원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므로, 허가․특허연계제도보다 더 엄격하게 의

약품 지재권을 보호하는 제도임.

o 2007.5월 미국은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발표 후 2007.6월 파

나마, 페루, 콜롬비아와 다시 협상을 하여,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에 대

해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를 완화한 바 있으나, 동 의무를 완

전히 삭제한 것은 아님.

- 미국이 파나마․페루․콜롬비아와 체결한 FTA에서는 의약품 특허 보

호수준을 강화할 의무를 부과하되, 의무이행의 방안으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사용될 수 있도록(may) 규정하여 사실상 허가․특허 연계제도

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나마, 페루 및 콜롬비아는 개도국으로서, 지재권 보호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인 우리와는 사정이 다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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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FTA로 인한 약값 상승 우려, 의약품 허가-특허조항은

독소조항, 담배값 경고 어려움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11월 28자 경향신문 2면 “미국산 약값 통제 불가 ... 환자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의약품 허가-특허 조항 미국도 독소조항으로 규정”, 한겨례

1면 “ 담배값 경고그림 FTA로 어려워진다”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한미 FTA에 따라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제도’가 신설되고 미국

제약사가 약가정책에 이의제기 시 지금보다 훨씬 높게 약가가 책정

되어 환자 본인부담과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임

○ 허가-특허연계제도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고 특허권자의 독점

기간 증가

○ 한-미 FTA로 인하여 담배값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이 어려

워짐



□ 설명내용

1. 한-미 FTA로 약가가 상승한다는 우려 관련 

□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복제약은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음

○ 이러한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므로

한-미 FTA로 약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독립적 검토절차를 통해 미 제약사가 “약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 독립적 검토절차는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제조자, 수입업자 등이 개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여부 및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 

및 정부 관련기관(심사평가원, 건보공단)으로부터 독립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process)로서

- 약가 정책 일반에 대한 이의제기는 독립적 검토 대상이 아님

□ 독립적 검토절차 도입으로 “약가에 이의를 제기해 지금보다 

훨씬 높게 약값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에 대하여

○ 독립적 검토절차는 심평원 경제성평가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외부의 전문가가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 심평원의 경제성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행해졌을 

경우 독립적 검토 결과에 따른 경제성도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으며 독립적 검토 결과는 구속력이 없음

- 또한, 현재 협상은 심평원 경제성평가금액을 참고 가격 중 하나



로만 보고 있어 경제성평가 금액이 높아진다고 하여 협상금액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님 

- 따라서 독립적 검토절차에 의하여 약값이 올라가게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독립적 검토절차 적용 대상>
적용분야 적용대상 비고

의약품분야

․경제성 평가에 따른 비급여결정

․필수의약품 약가조정 결과

․의약품 경제성평가 등 복지부장관의

일부 직권조정사항

․검토결과는 참고사항

․약가 협상(결렬) 및 건강

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대상에서 

제외치료재료분야 ․치료재료의 가격 및 급여여부 결정

2. 허가-특허연계제도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고 특허권자의 독점

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 관련

○ 현재도 복제의약품업체는 특허존속기한 만료 전에는 특허권을 

침해한 의약품은 시판할 수 없음 (약사법 시행규칙 제 43조)

-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복제의약품 업체가 품목허가 신청 시 특허권 

존속기간 내에 상업적으로 시판하겠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존속기간 만료 후 시판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허가지연이 발생하지 않음

○ 또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 제기 시, 소송 만료 시까지 복제

의약품의 시판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 향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만 시판

허가가 정지되도록 할 계획이며,

- 특허존속기한 만료 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므로 특허권자의 독점

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3. 담배정책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관련 

○ 호주의 담배 포장규제에 대하여 필립모리스가 ISD 제소한 사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으로서, 현재 WTO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 통상 

이슈임

*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담배포장규제와 WTO TRIPs 협정에 따른 지식

재산권(상표권) 침해 가능성 간의 대립

○ 우리나라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마련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연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ISD 제소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지나친 우려임

○ 우리부는 향후 타국의 사례와 국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담배

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포함한 국민건강 증진 정책을 꾸준히 추진

하여 나아갈 것임

보건복지부 대변인



6. 지적재산권 관련



제 목 : “한·미 FTA 발효시 윈도우 시작음 사용 제한” 한겨레신문 보도(8.25) 관련

“한·미 FTA 발효되면···윈도우 시작음, 맘대로 못 쓴다?” 제하 8.25

(목) 한겨레신문 기사 내용에 대하여 사실 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의 이러한 상표들은 우리나

라에서도 보호를 받게 된다. 두 나라가 협정문에서 소리와 냄새를 시각

과 마찬가지로 등록 가능한 상표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ㅇ 한·미 FTA 제18.2조 제1항은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sign)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동 조항으로 인해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는 소리·냄새 상표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게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 특허청에 별도로 상표등록

을 위한 출원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이 된 경우에만 상표권을 보호

받게 됨.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711호   배포일시 : 2011.8.25(목)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2. (기사내용) 

 ㅇ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냄새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 한·

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미국이 보호할 우리나라의 소리·냄새 상표는 없

다는 얘기다.”

  (사실관계)

 ㅇ 소리·냄새 상표를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브랜드 가치가 기

업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표 선택 범위를 확대하

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임. 

 ㅇ 국제적으로도 최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등에서 비시각적 상

표까지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2012년 7월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한·미 FTA

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표권 보호대상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임.

 ㅇ 이미 우리 기업들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사용되는 소리상표를 미

국과 유럽 국가들에 출원하고 있으며, 우리 국내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리·냄새 상표 제도가 도입되면 소리·

냄새 상표를 활용하려는 국내기업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 4개 … ‘미국법 이식’ 

” 한겨레신문 기사(11.2)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 23개, 미국4개 … ‘미국법 이식’” 제하 11.1

(화) 한겨레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다수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해야 할 한국법은 23개인 반면 미국법은 4개

(기사내용)

❒ “한-미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자동차법에서부터 우편법, 의약법, 저작권

법, 공정거래법, 행정절차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23개의 법률를 개정해야 하

지만 미국이 바꾸는 법률은 관세법·무역법 등 4개뿐이다.”

 (사실관계)

❒ 우리법 체계와 미국법 체계의 차이로 도외시한 단순 개수 비교는 부적

절

  ◦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해 4개 기존 법률의 8개 항목을 개정

하고 6개 항목에 걸친 입법 사항을 새로 제정

※ 미국은 법을 제·개정할 때 하나의 법에서 다수의 개정·제정사항을 포괄하는 방식

을 채택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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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93호   배포일시 : 2011.11.2(수)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2. 우리의 일방적 의무규정이 과다하다는 지적

(기사내용) 

❒ “실제로 한쪽의 의무만 규정한 조항(shall)의 경우, 우리 쪽 의무규정 수

가 미국의 8배나 된다.”

(사실관계) 

❒ 해당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shall을 계산

하는 것은 부적절

  ◦ 이는 유보리스트, 이행의무 유예사항 등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규정

이 “Korea shall”로 시작함에도 ”shall“을 단순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간주한 결과

① 유보리스트, 이행의무 유보 등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한 규정인데도 shall이 들어

간 경우

- 서비스 유보리스트: 우리가 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보리스트에 우리는 91개, 미국은 18개의 shall을 계산

- 우리가 발효후 시차를 두고 이행하는 유예 사항(단계적 개방)은 협상 결과로 

획득한 것임에도 불구, 단순한 의무 사항으로 계산

- 양허표상 수입쿼터(TRQ)관련 부록: 미국은 시장개방 보완 수단으로 TRQ를 1개 

품목에만 설정한 반면, 우리는 16개 TRQ 품목에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오히려

이를 “Korea shall”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불리한 의무사항으로 계산

② 구속적이 아닌 표현인데도 의무사항으로 해석: 가령, “shall endeavor”나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같은 비구속적 사항도 개수 계산에 포함

3. 역진방지(ratchet) 규정 문제

(기사내용) 

❒ “특히 래칫조항(ratchet·역진방지)탓에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있어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되돌릴 수는 

없다.”



(사실관계)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래칫조항’은 서비스·투자 분야의 일부인 ‘현재

유보(부속서 I)’에 규정된 조치에만 적용되는 것임.

❒ 동 조항은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FTA 등 국내외 다수 협정의 서비

스 및 투자 분야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 개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

고 서비스의 점진적 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공공 서비스 등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운용과정에서 규제가 강

화될 수 있는 분야는 부속서 II(미래유보)에 기재하여, 우리 정부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규제를 도입·강화가 가능(미래 유보에는 ‘래칫조항’이 비

적용)

  ※ 미래유보: 보건·사회서비스, 방송 등 시청각분야, 전기·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초-중등 교육 및 성인교육 등 44개 분야

4. 우편 서비스/우체국 보험 개방

(기사내용)

❒ “한-미 협정에 따라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우편법이 개정됨으로써 우편사업은 국가 독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된다. … 모든 국제서류 배달서비스가 민간에 개방될 뿐만 아

니라, 중량이 350ｇ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통상요금의 10배가 넘는 경

우에도 민간이 송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사실관계) 

❒ 현행 우편법상 우정당국의 신서독점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상황인바, 이미 국내 각종 택배회사, 퀵서비스 및 DHL, UPS 등 다

국적 특급배달업체들이 수년전부터 서류송달 업무를 영위중임.

  ◦ 우정사업본부측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그간 개정을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2003년 DDA 1차 양허안에 "특급배달" 업종을 신규 양허하고, 

한-EU FTA에서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 포함



❒ 따라서, 국회에 계류중인 우편법 개정안은 “한-미 FTA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임.

(기사내용) 

❒ “민영보험에 길을 터주고자 우체국보험을 강력히 견제하는 장치도 마

련된다. 이와 관련해 개정되는 법률이 우체국예금보험법이다. 우선 규

제 감독권이 지식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옮겨져 우체국보험이 

민영보험과 동등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사실관계) 

❒ 한·미 FTA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정부기관임을 확

인하여, 금융챕터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지경부 우정사업본부는 발효 

후에도 우체국 보험에 대한 규제 권한을 계속 보유함.

  ◦ 단,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감독 강화

를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발효 후 2년간 유예된 사항임.

5. 지재권 집행 강화

(기사내용)

❒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

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 탓이다.”

(사실관계) 

❒ 상기 사항에 대한 국내제도는 변동이 없으며, 현행 민사집행법으로 이

행 가능한 사항임. 

  ◦ 한·미 FTA 제18.10조제17항은 일방적 잠정조치 요청에 대해 신속하

게 대응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한·미 FTA로 인해 가처분 등의 결

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



(기사내용) 

❒ “한미 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도입해, 권

리자의 고소 없이도 세관원과 검사들이 지적재산권 집행을 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관계) 

❒ 한·미 FTA 제18.10조제22항은 상표권·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고

소 없이 직권으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

법 제235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

(기사내용) 

❒ “미국 아메리칸대학이 공개한 지적재산권 보고서는 최근 미국 의회가 승인

한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한·미 FTA에서는 영

화관에서의 불법녹화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 OECD 국가인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나 파나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

화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며, 우리 영화의 지재권 보호도 긴요함.

❒ 한·미 FTA 제18.10조제29항은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

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함.

  ◦ 제작 비용이 막대한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영화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



6.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기사내용) 

❒ “복제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특허권자한테 이를 통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실관계) 

❒ 동 통지는 식약청장이 아닌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함. 별도

의 임상실험없이 기존 특허권자의 자료를 사용하여 복제약 시판 허가를 

신청한 자가 원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것임.

(기사내용) 

❒ “결과적으로 싼값의 복제약 출시가 늦어져 국내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실관계) 

❒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 동 제도는 모든 복제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복제약의 시판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

❒ 호주의 경우, 미·호주 FTA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기시행중이나 호

주내 복제약 출시지연 또는 약가상승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음.

(기사내용) 

❒ “세계에서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다.” 

(사실관계)

❒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특허 신약



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국내 제약업계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제도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

으므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님. 

7. 동의의결제 도입

(기사내용) 

❒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동의의결제’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도 미

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관계) 

❒ 동 제도는 한·미 FTA와는 별개로 2005년부터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의 선

진화와 기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온 제도임. 

❒ 동 제도는 현행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방식에 비해 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 ②사건 조사·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 경

감, ③가격인하 등 소비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보상 가능 등의 이유로 주요 

국가에서 대부분 도입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그 도입을 반기고 있는 제도

임.

   ※ 일본(1959년), EU(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국가에도 보편화

8. 자동차 세수 감소

(기사내용) 

❒ “한·미 FTA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은 미

국 업체에 돌아가며,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 5년간 총 3조 8189억원의 

세수가 감소”

(사실관계)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성장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

로 연평균 5.4조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국내 소비자

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사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기준도 미국 잣대에 맞춰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정하게 돼 있는 초저배출 차량 기준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규정집보다 더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미 협정에서 명

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1.바」에서 규정되어 있음. 

  ◦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

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배

출가스 기준을 캘리포니아주가 정하는 것은 아님.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FTA 발효 땐 인터넷 검색도 ‘저작권 침해’ 걸면 걸린다” 

경향신문 기사(11.19) 관련

“FTA 발효 땐 인터넷 검색도 ‘저작권 침해’ 걸면 걸린다” 제하 11.19(토)

자 경향신문 기사(김지환 기자)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

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일시적 저장

(기사내용)

 o “‘소설가가 소설 소재를 찾기 위해 웹서핑을 한다. 기자가 과거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어떻게 될

까.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 행위가 저작권 침해

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한·미 FTA(18.4조)가 인터넷을 이용

할 때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하나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o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한·미 FTA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

가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면서도 인터넷 

검색 행위와 같이 일상적인 행위에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 등에 대해서

는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협정문 제18.4조 제1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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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 이미 전 세계 86개국이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2004년 기준)

 o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우리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 이

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저작권법 개정안 제35조의2)하여 합법적 이용자의 편의가 저해되

지 않도록 하고 있음.

2. 인터넷 사이트 폐쇄조항

(기사내용) 

 o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

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부속서한을 교환했다. 이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 

뿐 아니라 무단 복제나 전송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폐쇄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사실관계) 

 o 일정한 경우에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2007년 6

월 30일 한미 양국간 부속서한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의 해당 기능(웹사이트 링크, 게시판 

등)에 따라 정해지는 관리의무를 다하면 되며, 사이트를 통한 무단복

제나 전송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3. 지재권 예외주의

(기사내용) 

 o “남 변리사는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은 사법·행정 절차



에 적용되는 원칙을 무시하고 지재권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원칙을 

만들어 ‘지재권 예외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런데 한·미 FTA는 

ACTA보다 기본권 침해와 지재권 예외주의가 더 심한 조항이 많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o 한·미 FTA를 통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집행이 강화될 것임.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지재권만을 위한 예외적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님. 

  - 비친고죄 확대, 영화관 도촬에 대한 형사처벌 등 한·미 FTA 지재권 

집행 조항은 지재권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재권의 적절한 

보호 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보호해야할 창작 

지재권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내용들

임. 

  - 복수국간 협정인 ACTA와 양자간 협정인 한·미 FTA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도자료
2011년 11월 2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 쪽 담당 :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사무관

전화 : 02)3704-9472 / 팩스 : 3704-9479 / 이메일 : eyjung@korea.kr

「FTA 발효 땐 인터넷 검색도 ‘저작권 침해’ 걸면 걸린다」는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 일시적복제에대한예외(저작권법제35조의2), 공정이용(저작권법제35조의3) 조항 도

입을통해저작권보호와이용활성화의균형도모

이 해명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사무관(☎ 02-3704-9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ᄋ 경향신문은 지난 11월 19일(토) 「FTA 발효 땐 인터넷 검색 ‘저작권 침해’ 걸면 걸

린다」라는 제목으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권리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보

도한 바 있습니다.

ᄋ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 조항”과 “공정이용 일반 조항” 도

입을 통해 권리의 보호와 정보 유통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일시적 저장이 되는 경우는 동법 제35조의2의 ‘기술적 과정의 일

부로서 복제물 제작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

음을 밝힙니다.



보도자료
2011년 11월 25일 배포 2011년 11월 25일 보도

총  쪽 담당 :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사무관

전화 : 02)3704-9472 / 팩스 : 3704-9479 / 이메일 : eyjung@korea.kr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특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경향신문 「죽은 법도 살린 FTA… 음원사용료 오를 듯」 보도 관련

ᄋ 경향신문은 11월 25일(금) 「죽은 법도 살린 FTA… ‘가수 저작권’ 부활, 음원

사용료 오를 듯」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

지 않은 것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음원사용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

를 하였으나, 동 기사는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전달,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힌다. 

ᄋ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FTA 이행을 위해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 이는 협정문 해석 과정상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보호가 회

복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의 FTA 협정 불이행 문제 제기로 협정 자체의 발효가 어려워

질 수 있다. 

   - 협정문 제18.1조 제10항에서 이미 보호기간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보호를 회복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보호기간이 조기에 종료된 원인이 FTA가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TRIPs 협정에 따르지 않은 데 있으므로 여전히 문제 제기가 가

능하다. 

ᄋ 음원 사용료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현재 음악콘텐츠 시장의 92%는 특정 음반의 보호기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

어지는 월정액 가입자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어, 2008년부터 일부 곡의 저작인

접권이 종료되었음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으며, 최근의 새로운 신곡이 계속해

서 추가되더라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기간의 회복으로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다.

    - 곡별 다운로드 또는 CD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이 해명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사무관(☎ 02-3704-9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계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인해 가격을 다시 올리지

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ᄋ 80년대 후반~90년대 초는 팝송 위주의 음악이 국내가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기이

다. 이 시기는 2007년 8월 선정된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 34개가 포함되어 있

으며 이선희, 김광석, 김건모, 이문세, 서태지 등이 활동했던 한국 대중음악의 르네상스기

로 평가되고 있다. 

ᄋ‘87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음반에 대해서는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어 사후 30년이 

적용되고, ‘94년 7월 1일 이후 발매된 음반보호기간이 발행 후 50년임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차별되고 있는 이 시기 음반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ᄋ 아울러 2007년 발의되었던 개정안은 17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고, 2011년 발

의된 법안은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여러 차례 상정되어 논의가 시도되었으나, 

FTA 관련 입법으로서 FTA 비준안과 연계되어 심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러나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정부 및 여야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되었고 개정 내용

에 대해 상호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안임을 밝힌다.



제 목 : 한·미 FTA 지적재산권 관련 오해와 진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아래 언론보도 및 기고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

으키고 있어, 우선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1. 관련 기사 및 기고

o 경향 신문 기사(2011.11.28일자, 장은교 기자)

o 한겨레 신문 기사(2011.11.28일자, 구본권 기자)

o 한겨레 신문 기사(2011.11.28일자, 정은주 기자)

o 한겨레 신문 기고(2011.11.26일자, 남희섭 변리사)

2. 사실관계 

 가. 일시적 저장

(오해내용)

o 한·미 FTA에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함에 따라 일시적 저

장을 수반하는 서비스의 운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1100호   배포일시 : 2011.11.29(화)

문 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사실관계)

o 한·미 FTA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

면서도, 통상적인 이용과 관련한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는 예

외를 설정(협정문 제18.4조 제1항 각주 11)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통상적인 인터넷 검색이나 일반적인 정보처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가능함.

- 국가별 일시적 저장을 인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미 

86개국(2004년 기준)에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고 있음.

나. 부속서한상의 인터넷 폐쇄 목적

(오해내용)

o 한·미 FTA 지재권 관련 부속서한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

이트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하게 되며, 한국에는 단순히 정책 목표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강화로까지 이어지는 행동의 약속인 것

임.

(사실관계)

o 일정한 경우에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간 부속서한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행 강화를 위해 양국이 합의한 정책 목적을 확인

하는 것으로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한·

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저작권법에도 동 내용은 포함

되지 않았음.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의 해당 기능(웹사이트 링크, 게



시판 등)에 따라 정해지는 관리의무를 다하면 되며, 의도적으로 

불법 침해물의 유통을 방조하지 않은 한 사이트 폐쇄 조치를 

당하지 않음.

- 또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를 통한 무단복제나 전송

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다. 영화도촬 금지

(오해내용)

o 한·미 FTA는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에 대

한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사실관계)

o 제작 비용이 막대한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장면을 몰래 촬영

하여 배포·전송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영화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바, 우리의 영화산업 발

전과 지재권 보호를 위해 도촬 금지 규정이 필요함.

o 동 조항은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를 도촬하거

나 도촬하려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

로, 단순히 녹화기기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되

지 않음.

 라.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자의 정보제공

(오해내용)

o 한·미 FTA는 저작권자가 침해 혐의자 확인 정보를 신속하게 획



득할 수 있는 행정·사법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 이

용자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사실관계)

o 한·미 FTA에 따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제103조의3)은 저작권

자의 정보 요청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필요성과 침해자의 프

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있음.

-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거절한 경

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

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지의 여부

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저작권자가 동 정보를 청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이익

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도자료
2011년 11월 30일 배포 2011년 11월 30일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사무관

전화 : 02)3704-9472 / 팩스 : 3704-9479 / 이메일 : eyjung@korea.kr

한-미 FTA 저작권,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문답식으로 오해와 진실을 밝힙니다. 

1. 일시적 복제 관련

  

 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ᄋ 아닙니다.

- 인터넷 검색 등 정상적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 전 세계 80여 개국(2004년 기준)에서 일시적 복제를 보호하고 있으나, 정상

적인 인터넷 검색이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일시적 복제에 관한 법 제35조의2 예외 규정과 단서가 충돌하며 입법 결함이다?

    ᄋ 아닙니다. 

       - 제35조의2 본문은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단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로 되

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와 구별하지 못

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사무관(☎ 02-3704-9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ECJ) 관련

 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P2P 사업자에게 필터링 요구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ᄋ 아닙니다.

       - ECJ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일반이 아니라, 그중에서 KT와 같은 

망사업자(스칼렛, Scarlet Extended SA)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망사업자

에게 그들의 망(네트워크)을 사용하는 P2P서비스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필터링 조치를 자신의 비용으로 취하도록 하

는 것이 과도한 의무 부과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나)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유럽사법재판

소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ᄋ 아닙니다. 

       -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 현행 저작권법은 P2P와 웹하드 등 직접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이 정하고 있

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만 기술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와 대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다) 침해자 정보 제공 명령제도(개정 저작권법 제103조의3)는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과도한 것이다?

    ᄋ 아닙니다.

       - 개정 저작권법은 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에

게 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고 있으며, 이는 필터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IP 주소) 수집을 다룬 유럽사법재

판소의 판결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의 논거로 삼은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제15조)

에서도 우리 법과 같은 내용의 침해자 정보 제공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

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이용이 위축되거나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1. 종합 브리핑



FTA교섭대표 브리핑
2011.6.3(금) 15:00, 최석영 FTA교섭대표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 최석영입니다.

연휴 직전 금요일 오후에 브리핑을 하게 되어서 기자단 여러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

과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사전에 한-미 FTA, 한-페루 

FTA 한글본 재검독 결과를 담은 2개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으니,

동자료를 보시면서 브리핑을 들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제출, 한-미 FTA 한

글본 재검독 결과, 한-페루 FTA 재검독 결과, 그간 통상협정 번역체

계의 개선 진행 현황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정사항을 반영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07년에 서명이 되고 한글본을 정정한 한-미 FTA 협정과 금년 2

월에 서명이 되고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추가협상 합의문서를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도자료에는 ´제출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중으



로 제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준동의안 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측의 요구와 2개의 협정이 

내용상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제

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되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조기에 비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

다.

다음은 한-미 FTA 한글본 재검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보도참고자료를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재검독 작업은 지난 3월 10일 발표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의 

개선방안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독 작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자료 1쪽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후, 5

월 영어본과 한글번역본이 잠정 공개되었고, 2007년 6월 30일 서명 

후 최종 한글본을 공개하였습니다. 추가협상 합의문서는 금년 2월에 

서명되고 공개되었습니다. 재검독은 한-미 FTA 협정문뿐만 아니라 추

가협상 합의문서인 서한교환도 대상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럼 한-미 FTA의 협정문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한-미 FTA는 한글본과 영어본이 동등한 정본입니다. 협정문은 총 

2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협정 본문과 상품 양허표, 품목별 원산지 규

정, 투자 서비스 유보목록 등의 첨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글본을 기준으로 전체 협정문의 분량은 총 1,259쪽입니다.

한-EU FTA 재검독 과정과 마찬가지로,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30

일까지 약 2달 20일동안 방대한 분량의 한-미 FTA 한글본에 대하여 

4중의 집중적인 검독을 실시하였습니다. 4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첫째, 통상교섭본부 및 외교부 자체 검독, 둘째, 관계부처별로 소관사

항에 대한 재점검, 셋째,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넷째, 일반인 또는 전

문가의 의견접수 작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재검독은 이러한 작

업결과를 종합해서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통상교섭본부의 관계부처별 검독작업은 협정문의 전 분야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고,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은 약 5주간 민간법률사무소와 

관세법인에 의뢰하여 오류사항이 주로 제기된 협정문의 첨부물, 즉 

상품의 양허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투자 서비스 유보목록을 대상으

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의견제출 창구를 통해 일반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제안된 의견은 상당 부분 반영되었

고, 일부는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4중의 작업을 통하여 취합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협정문 한글본 본문에서 총 296건의 정정이 필요한 사항

을 발견하여 정정하였습니다. 추가협상 합의문서, 즉 서한교환 한글본

상의 번역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류는 아니지만 협정문 한글본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전

달되도록 하기 위한 문구개선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FTA 협정문의 첨부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투자 서비스 

유보목록에서는 반복적으로 발견된 동일한 유형의 오류를 정정하고 

부속서내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문구개선도 하였습니

다.

상품관세 양허표 중 미국 양허표의 한글본에서 발견된 오류도 이



번에 정정 조치하였습니다. 동 문건은 협정문 정본에 포함되지 않는 

참고자료의 성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이 필요했던 오

류는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도참고자료의 4쪽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번역, 맞춤법이 틀린 오류, 번역 누락 등 불필요한 번역 추

가, 고유명사의 표기상 오류가 있는 경우, 용어상의 일관성 차원에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등 6가지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 4쪽과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종합 검독결과를 정리하여 미측과 협의를 해왔으

며, 양측은 6월 2일, 어제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하는 서한을 서

명 교환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정된 협정문 한글본은 오늘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우리

부 FTA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페루 FTA 재검독 결과입니다. 배포해드린 또 다른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페루 FTA는 2010년 11월 15일 가서명된 이후 영어본이 공개되

었고, 2011년 3월 21일 서명된 이후 한글본이 공개되었습니다. 재검독 대

상이 된 한-페루 FTA도 기본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본을 기준으로 총 1,530쪽의 분량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 한-페루 FTA 한글본

에 대하여 집중적인 재검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페루 FTA 역시 한-

미 FTA와 마찬가지로 통상교섭본부 자체검독, 관계부처 재점검, 외부

전문기관 검증,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의견접수라는 4중의 재검독 절차

를 공히 거쳤습니다.



그 결과 협정문 본문 한글본에서 총 145건의 정정이 필요한 오류

를 발견하였습니다. 한-페루 FTA의 경우에는 한글본뿐만 아니라 페루

측과의 합의 하에 일부 영문본 및 스페인어본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도 자구 정정을 한 바 있습니다.

4쪽을 보시면 사례가 간단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영문본의 경우,

국제 상품분류 체계와 다르게 기술된 품목명을 바로 잡고 오타를 정

정하였으며, 영문본 정정 사항을 스페인어본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오류의 유형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페루 FTA 한글본에 대한 오류정정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

문에 한-페루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내주초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페루 FTA가 조속 비준되고 조기 발효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번역 검독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한-EU FTA 재검독 결과를 말씀드릴 때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미 FTA, 한-페루 FTA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진

행하면서 이러한 오류가 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지 그 원인을 다시 

한 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의 부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미 FTA 보도참고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정의 한글본 번역작업이 체계화된 검독 절차 없이 협상 당

사자가 협상 타결 후 단기간 내에 초안을 작성하고, 한시적인 번역 

테스크포스(T/F)가 이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적 검증이 요구되는 상품관세 양허표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 투자서비스 유보목록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증이 예

산과 시간 제약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 4일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통상협정 번역검독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시행해 오

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장치 마련을 위해서 지난 4월 22일 외교통상

부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

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여 1차 

한글본을 완성합니다. 참고자료의 11쪽을 보시면 도표가 있습니다. 이

후 관계부처 검토, 국민의견 수렴,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검독을 거쳐

서 2차 한글본을 완성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한글본 최종본을 완성

하게 됩니다.

협상분야별 분과장은 한글본 초벌 작성에 책임을 지며, 통상법무

과장은 1차 한글본, 2차 한글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법제처 심사 

후 최종 한글본 완성을 책임지고, 협상총괄부서장은 조약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법률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통상법무관 밑에 통상협정

번역검독팀을 설치하여, 번역검독과 법률검토 기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 충원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번역 전담인력 3명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법률전문가와 번역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이런 작업을 위하여 내년 중 신규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미 FTA, 한 -페루 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에는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중요

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한 미간 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양국간 외교안보관계 

강화와 함께 국제적 우호여론을 확산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합니다.

한편, 같은 아메리카 대륙의 중남미 지역에서 안정적인 외국인 투

자환경과 지리적 조건을 가진 페루와의 FTA는 중남미국가 성장 엔진

을 선점한다는 측면과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무역의존도는 87.9%였습니다. 미국,

페루와의 FTA가 발효되면 유럽과 인도, 아세안을 포괄하는 아시아,

아메리카 3개 대륙을 연결하는 경제영토의 확장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 FTA, 한-페루 FTA의 비준동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되어 조기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2. 질문 답변

<질문> (YTN 김기봉 기자) 한-미 FTA에서 296건이 발견됐는데, 한



-EU FTA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오류를 포함해서 296건이라고 했

습니다. 그러면 207건이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한-EU FTA에서 발견

된 207건하고?

<답변>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5페이지

를 보시면, 한-미 FTA와 한-EU FTA의 동일한 오류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숫자는 오류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YTN 김기봉 기자) 완전히 일치는 아닌데 비슷한 게 많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예, 비슷한 오류가 25개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문> (YTN 김기봉 기자) 재발방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분은 

대략 되어있는데, 방지대책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뤄진 것과 앞으

로 추진할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까지 취한 조치와 관련, 통상법무과에서는 주로 분쟁과 

법무소송관계만 담당하고 있는데, 통상법무과에 한글본 검독팀을 따

로 구성하고 거기에 직원 3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7명에

서 8명까지 계속 인력을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한글본 번역 검독에 대한 시간적인 규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규정을 처음 협상 타결부터 완전한 한글본 작

성이 이뤄지는 단계까지 그 흐름도를 완전히 포괄하는 외교부 예규를 

4월 22일에 제정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조치이고, 앞

으로는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나가는 조치가 금년 연말을 넘어서 내

년까지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기자분들이 제안했습니다만, 국내에 통역전문이

나 번역전문 대학원들은 있는데, 통상협정의 내용을 법률적 및 언어

적 측면에서 다루는 전문 교육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 일부 

통역대학원과 사전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일경제 이재철 기자)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

싱가포르 FTA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싱가포르 FTA는 어떻게 

됐는지 하고, 두 번째는 재검독 하시느라고 공무원분들 다 고생하셨

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기자들과 만나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징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는 안계시고, 교섭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번역 재검독 계획을 말씀드릴 때, 단기적 과제는 한

-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등 비준을 대기 중인 3개 FTA에 

대해 검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이미 발

효된 5개 협정문에 대한 재검독도 실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한

-싱가포르 FTA를 포함해, 칠레, 아세안, EFTA 및 한-인도 CEPA 등 5

개 협정문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인력과 예산이 보강되는 여건을 

봐가면서, 계속 재검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책 관련된 사항은 기술적으로 아직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

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FTA교섭대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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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제가 6월에 브리핑하고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 한-EU FTA, 그 다음에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 

호주와 기타 FTA에 대한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10월 3일 오후 

4시경에 미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서 

미 측의 한-미 FTA 인준절차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

다.

한-미 FTA에 대해 국내 대부분의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습니다

만, 현재 한-미 FTA의 비준동향과 전망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

드릴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오늘 브리핑을 통해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미측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지난 7월 7일에 미행정부가 의

회에 제출할 이행법안을 미의회 상 하원 양원에서 모두 비공식 축조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출된 이행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행정부와 미의회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즉 행정부가 그러한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공식적인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행법안 제출이 지연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FTA와 무역조정지원제도(TAA)에 대한 연계처리방안을 둘러싸고 미

국 내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백악관과 의회 양당 지도부 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서 미국 의회가 휴회하기 전인 8월 3일, 상원의 양당대표가 한-미 

FTA를 처리하기 위한 소위 5단계 접근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

다.

제가 그 5단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9월 7일에 하원이 일반특혜관세연장법안(GSP)

을 처리해서 상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상원에서는 이 GSP에 TAA법안을 첨부하는 수

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2단계가 종료가 되고, 상원은 9월 

23일에 GSP에 TAA를 첨부한 수정법안을 하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하원에 TAA와 GSP법안이 이송되면서 공은 하원으로 넘어왔고, 백악

관이 이행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 10월 3일 미행정부가 한-미 FTA를 포함한 3개 

FTA의 이행법안을 미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이행법안

을 공식 제출한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 리드 상원 

민주당 대표 등 의회의 핵심 관계 인사들이 조속한 FTA 처리를 촉구

했습니다.

그 다음, 4단계, 5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4단계 절차가 중

간 정도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시간으로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만, 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완료되고, 표결을 함으로써 한-미 FTA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31표, 반대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미-콜롬비아 FTA는 24명 찬성, 12명 반대, 미-파나마 FTA

는 32명 찬성, 3명 반대의 표결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런 일정대로 간다면, 다음 주중, 10월 10일 주중에 한-미 

FTA 이행법안의 하원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원통과가 4단계 

절차이고, 마지막 남은 절차는 5단계 절차로서 상원통과 및 대통령의 

서명입니다.

상원일정과 관련해서는 10월 3일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제출한 직

후, 상원의 다수당인 해리 리드 민주당 대표가 10월 중 회기가 종료

되기 전에 상원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의 10월 중 회

기는 10월 21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0

월 21일 이전에는 상원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일각에

서는 빠를 경우에는 다음 주, 10월 10일 주에도 상·하원 인준절차가 

모두 완료될 수도 있다고 하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비준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비준의 경우에는 지난 6월 3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

회에 제출했고, 그로부터 106일이 지난 9월 16일 국회 상임위인 외교

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본격적인 심의절차를 개

시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작년 말 추가 협상 이후에 한-미 FTA의 이익균

형이 깨졌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한-미 FTA의 



비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10개 재재협상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10

개 중에 9개는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이고, 현재 양국 내 비준절

차가 최종 단계에 진입한 현 상황에서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

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야당은 지난 6월 24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서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

석, 전반적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재분석, 농수산 분야 국내 보

완 대책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외통위 

차원의 공청회, 야당이 요청한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슈에 대한, 그리

고 피해보완대책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의 비준절차 진도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매우 늦은 상황

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 이행법안이 하원 상임위를 이미 통과

한 상황이고, 하원 본회의 통과는 단지 절차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48시간이 지난 뒤에 하원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내부절차 때문

에 시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48시간, 이틀밖에 안 되는 시간

입니다.

하원의 절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상원절차도 빨리 진

행될 경우에는 다음 주에 종료될 수 있다고 하는 관측이 나온 반면

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국내 이행법령을 상임위 통과부터 시작해

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약 한 달 이상 

절차가 늦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추가협상 타결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한-미 FTA에 지지를 하고 있다

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도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 협정은 지난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이후, 4년 이상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던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양국의 국회절차가 원만히, 그리고 조속히 진행되어서 가급적 

내년 1월 1일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정치쟁점화는 지양하고, 조

기비준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브리핑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협정내용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일반 국민들을 오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10월 5일자 한 일간지에 한-미 FTA가 불평등조

약이라는 기사와 사설이 게재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 차원의 보도해명자료를 어제 배포했습니다만, 이 브리

핑 기회에 몇 말씀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기사 내용은 양국의 법 체제상의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

이라고 봅니다.



국가별로 조약이나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는 방

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서열관계로 접근하고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FTA와 같은 조약은 국내

법 체제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반면, 미

국과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국 국내법 체제에 

수용되지 못하고, FTA 이행법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만 국내법 

체제에 수용되는 이원론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런 국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

행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은 모든 미

국 국내법을 하나의 이행법안을 통해서 개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입법방식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입한 

WTO협정,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여타 통상 협정의 이행법안에

도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기사내용에 보면 ‘미국투자자는 한국정부와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법원이 제소할 수 있지만, 한국투자자는 미국법원에 그럴 수 없

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무근입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은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원용해서 미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나, 한-미 FTA 협정문을 반영한 한-미 FTA 이행법 또

는 관련 미국 내 규정에 근거해서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미국법과 우리법 체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입니다.

한편, 한-미 FTA 이행법 및 행정조치 계획은 미국 내 한국투자자



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는 한-미 FTA

상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행법의 제106조가 그러한 조항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미 FTA 협정으로 개정되는 미국쪽 법률은 6개밖에 안되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4개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평

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이라

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국의 법률 및 규정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정대상 법률에 

대해서 단순한 산술적 수치비교에 근거해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률개정의 경우에도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을 통해 8개 항목에 걸쳐서 기존 법률을 개정해야 

되며, 6개 항목의 법률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관세혜

택을 받고 미국에 수출될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브리핑도 드렸고, 보도자료

도 배포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고 있어서 상당

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한-미 FTA

원산지 적용 요구는 한-미 FTA가 발효된 1년 이후에 양국이 소집하

는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에서 특혜관세혜택 부여를 위한 조건과 기

준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협정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물품의 미국반입통제 관련,) 금년 초에 발표됐던 대통령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출한 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인해

서 북한산 물품에 대한 기존 대북제재가 즉각 변경되지 않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추후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하여 개

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부인됐다’라

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상황입니다.

한-미 FTA는 미래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지난 정부

부터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해 왔고, 이번 정부에서 이것을 마무리하

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에게는 더욱 더 필요한,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협상입니다.

최근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보도가 잦은 상황을 다시 한 번 안타깝

게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있는 경우에 필요하면 정정이나 발론보

도 요청 등을 포함한 법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EU FTA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한-EU FTA가 잠정 발효됐고, 오는 10월 12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서울에서 제1차 한-EU 무역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 무역위원회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공동위원회의 주요 논의이슈로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

습니다.

첫째는, 한-EU FTA 발효 후 3개월간 이행 동향에 대한 평가를 하

게 됩니다.

둘째는,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체제를 어떻게 수립하

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셋째는, 한-EU FTA 이행과 관련된 제반 현황상황에 대해 양측에

서 관심있는 이슈를 제기하게 되면 논의를 하게 됩니다.

무역위원회 개최와 별도로, 한-EU FTA가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접

어들었기 때문에 한-EU FTA에 관한 정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한-EU FTA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했

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한-EU FTA 포털사이트가 

앞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EU FTA 발효 후 3 개월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U측의 재정위기 확산에 따라 EU측 소비수요가 극도로 위축되는 

불안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수치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양측교역은 전년동기 대비 9.5% 증가했습

니다. 7월 교역량은 5.1%, 8월 교역량은 14.4%가 증가했습니다. 9월은 



아직 집계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한-EU FTA 발효 후 약 두 달동안 한-EU간 무역수지 흑자의 폭이 

전년동기 대비 250불 정도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에는 EU에 대한 선박수출이 상당히 호조였는데 반해

서, 금년에는 그런 효과가 지연되고 있고, 7~8월 중에 에어버스380 등 

고가의 항공기를 집중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수입이 급증된 사정이 있

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동차분야의 경우에는 한-EU FTA 발효 이후 7~8월 두 달

동안 대EU수출이 9.29억불을 기록함으로써 작년동기 대비 122.6%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한-EU FTA 효과를 한두 달 간의 교역실적, 무역수지로만 평가하

는 것은 대단히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효 이후에 초창기인 점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EU

FTA 효과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

한 포괄적인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호주 FT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주 FTA는 2009년 3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약 2년 6개월 동

안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의 공식협상과 여러 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해왔습니다.

현재 소수의 잔여쟁점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호주 양국은 상품분야의 양허수준 등 잔여쟁

점에 대한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조만간 수석대표 간 

국장급 차기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다음에 한-콜롬비아 FTA 협상입니다.

제5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금년 10월 10일부터 14일간 서울

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통상부의 이윤영 FTA교

섭국장이, 콜롬비아 측은 통상산업관광부의 FTA교섭대표가 각각 수

석대표를 맡게 됩니다.

한-콜롬비아 FTA협상은 지난 2009년 12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 4

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해서 그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산또스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회담에

서 연내에 협상타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6차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회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

입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제6차 FTA 공동작업반회의가 10월 6일부

터 7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작업반회의는 2010년 

6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금년 8월까지 5차례의 회의가 열렸습

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연구보고서 최종문안에 대한 회의가 이뤄

질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양국간 경제관계에 대한 분석, 한-아세안 FTA 양국 

이행상황 분석과 함께 한-베트남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한-미 FTA 관련해서 아까 어제 한

겨레 보도에 대한 해명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개성공단 제품이 현재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조치계획에 따

라 일정 부분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쪽에서 재확인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한-미 FTA가 발효되고서 1년 후에 위원회를 개

최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이번

에 미국에서 내놓은 행정조치계획 내용만 보면 당장 개성공단이 한국

산이라는 제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사실이잖아

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이행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에 대해 외

교부에서 따로 한글본을 번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이

유가 있습니까?

<답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관계는 

현재 미국이 행정명령을 발령함으로써 현재 상황(status quo)이 변경

되었느냐, 그 다음에 한-미 FTA 협정문에 합의된 내용을 변경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산 물품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도 미국 재무부 

자산통제실(OFAC)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상황을 미국행정부는 

그대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에, 한-미 FTA 협정문은 발효 1년 이후에 역외가공위원회

(OPZ)가 구성되어서 양국 간에 북한산 물품을 반입·반출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요건에 대해 합의가 될 

때까지는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행법안 한글본 관계인데, 지금까지 이행법안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상 하원 양원의 버전이 다른 내용이 제출되어 있

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계속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번역을 안했습니다만, 이행법안에 대한 비공식 번역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겨레 정은주 기자) 기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설명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다시 여

쭙겠습니다. 개인소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행법안의 내용과 개

인소송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 행정명령조치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이라고 생

각하는데, 미국 법원에서 한국의 개인 또는 미국의 개인이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못한다는 얘기이지, 이행법안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질문> (한겨레 정은주 기자) 행정명령조치의 6페이지에 보면, 박주선 

의원실에서 그것을 번역해서 책자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협정문을 근거로 해서 소송

이라는 절차를 통해 협정문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개인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소송 부분들은 제소 건을 부여하지 않는

다고 행정명령조치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답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늦게 와서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 (한겨레 정은주 기자) 앞에 말씀하신 것을 녹취록에서 봤습니

다.

<답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이 한-미 FTA 협정문 그 

자체를 가지고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죠.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의 이행을 위한 연방법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는 투자자-국가 제소도 차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행법안을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법안에 

보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설명이 있고, 그 다음 항목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이 조항의 

예외가 되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

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법 체계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지, 이것이 불평등 조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 (한겨레 정은주 기자) 그러면 만약에 협정문 내용이 이행법이

나 그런 것으로 다 이행이 안 되면 그럴 때에는 어떻게 소송을 합니

까?

<답변> 협정의 규정에 위반되게 될 때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하면 미국 정부는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한겨레 정은주 기자) 우리 국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분쟁

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런 이원론적인 접근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서는 WTO협정도 그 협정규정 자체를 근거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

지 못합니다만, 그 협정을 반영한 국내법을 근거로 소송을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한겨레 정은주 기자) 반대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적으로 협정이 같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 

소송이 가능하고요?

<답변> 국내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아까 미국 내의 비준절차에 대해 

말씀을 주실 때, 이행법안 통과 기대감을 말씀하시면서 일각에서 빠

르면 다다음주에 상 하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

데,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기대에 

의한 것입니까?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기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각의 그런 관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한 의회 내의 동향이나 절차에 대한 비

공식적인 프로세스에서 나온 정보에 따른 관측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미국 내의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협의를 미국 의회 내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가 미의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상 하원에서 통과되는 

시간이 과거 어느 FTA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

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원에서도 그렇고, 상원에서도 그렇고 

정상적인 토의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노력이 위원회 차원에서, 그다음 



본회의 차원에서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

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관측을 한 것입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서...

<답변> 그것은 (접수국인) 미국 쪽에서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대

통령 방미 이전에 미국 쪽에서 (FTA 인준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답변> 미국 쪽은 우리 대통령 방미 이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당

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주 중반 미하원 통과는 상당

히 높은 확률로 통과된다고 예측할 수 있고, 상원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늦어져도 

일주일간의 차이는 있지만 빠를 경우에는 다음주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아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재재협상 

10개안 중에서 9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것이고, 지금 이 시

점에서 재재협상은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

니다.

그런데 남경필 위원장은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선에서 민주당의 

일부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

극이 있는 것 같은데 당정에서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답변> 아마 남경필 위원장께 직접 들으신 말씀은 아닐 것 같고, 조



선일보 기사를 보고 말씀하신 것 아니십니까?

<질문>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여러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 보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그

런 기사가 났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

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남경필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우리는 국회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질문>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만약에 당에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의

견이 오면....

<답변> 어떤 요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민주당 쪽에서는 협정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다른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

국내법 처리절차가 미국보다 상당히 늦다´고 말씀하셨고, ´시기적으로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1월 1일 발효를 기

대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표님 기대대로 되려고 하면 

현재 우리 국내의 외통위에 올라와 있는 비준안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에 와서 본격적으로 반대 집회 내



지는 요구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 국내 이행법령 총 25개 중에 9개는 이미 처리가 되었습

니다. 한-EU FTA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한 것도 있습니다. 9개는 통과되었고, 14개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

고, 2개는 발효 후 3년 이내에 입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은 현재 조치를 취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14개의 국내 법령인데, 이것을 처리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EU FTA 발효 이

전에 13개 법령을 통과시키는 데 거의 한 달 이상이 소요되던 전례에 

비추어 시일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고 해도 그 이후

에 국내 이행법령을 정리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합

니다. 지난번 한-EU FTA 국내 이행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도 시

간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0월 중에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지고, 11월 중에 상임위에 계류 

중인 14개 법령들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 1일 발효는 가능할 수 있

지 않겠나,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FTA, 통상협정이라고 하는 것

이 불가피하게 장벽을 낮추면서 양국간 공동이익, 공동선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역자유화는 어느 나라든지 경쟁관계에서 유리한 

업종들은 이익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손해를 보는,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2007년 12월에, 한-미 FTA뿐만 아니라 

FTA 전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의 보완과 경쟁

력 강화대책을 위해서 21조 1,0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10년간 집

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매년 순조롭게 집행이 되

어 왔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년 들어 한-미 FTA의 비준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6차례 여·야·정 협의를 거치면서 1조원을 추가했습

니다.

내용적으로 경쟁력강화 부분과 시설현대화 부분이 많이 보강된 상

황에서, 전체 금액은 22조 1,000억원, 그러니까 1조원이 증가된 금액

으로 국내 피해·보완대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사히신문 황선진 기자) 마지막으로 한-미 FTA의 중요성,

그것에 대해서 야당측이나 이를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이나 그런 주장

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경제적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은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최대시장입니다. 국내총생산(GDP) 순서로 볼 때도 단일국가로서

는 미국이 최대 시장이고, 그런 최대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

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현재 처

해있는 경제구조적인 여건을 볼 때, 국내총생산 중에 교역을 통한 총

생산의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나라로서 세계 최대시장에 다른 

경쟁국보다도 먼저 특혜적인 관세로 시장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수출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혜를 조기에,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경쟁국가가 진입하기 

전에 장기간 선점효과를 누리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이익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발효가 되어야 된다.´ 그



동안 ´서명되고 4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송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7년에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FTA 발효가 

지연됨으로써 연간 약 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된다´는 보고도 있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 불가결한 협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경제가 지금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

로운 글로벌 경제위기가 거론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대폭 커지고 있으며, 실업문제나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에서 우리가 이런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무역확대 기회를 가지게 된

다는 것은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EU와 FTA를 하고, 미국과 FTA를 함으로써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주변국, 특히 중국, 일본에서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 확장에 상

당한 부러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EU,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EU산 제품, 미

국의 기업 또는 EU의 기업이 한-미, 한-EU FTA를 통해 한국을 교두

보로 해서 다른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나 채널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업적, 경제적 측면에 관한 이익을 말

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한-미 FTA를 통해서 한-미 간에 존재하고 있는 안보적, 전

략적 동맹관계가 한층 더 격상되는 의미도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

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끝>



한‧미 FTA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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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FTA교섭대

표 최석영입니다.

먼저, 한-미 FTA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합동기자브리핑

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제 11월 7일 서울시가 정부에 제출한 “한-미 

FTA관련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울시 의견서”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합

동으로 설명 드리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단 브리핑에 앞서 정부측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입니다.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입니

다. 행정안전부 이경옥 차관보입니다. 지식경제부 문재도 산업자원협

력실장입니다.

서울시가 송부한 한-미 FTA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서

울시의 의견서는 사실의 근거가 미약하고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

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의견서에 제시한 구체 항목별로 하나하나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장 가운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와 관련된 



오해와 일부 왜곡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므로, 배포해 드린 푸른색 책

자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공정한 글로벌 스

탠더드’ 이 제목의 책자를 같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제시한 의견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주장 첫 번째 분야 1-1항입니다.

서울시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ISD 피소가

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ISD 실무위원

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SD의 피소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된 쟁

송사안은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므로, 법무부가 주도하여 

ISD 실무위원회를 한-미 FTA 타결직후인 2008년 12월 발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치가 피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대응체제구

축을 논의하는 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신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공사 등에 대하여 

그간 50여 차례의 예방설명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자체

와 소통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서울시 주장 1-2항입니다.

서울시는 한-미 FTA가 자치법규간 충돌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고,



조사결과 3,406개의 서울시 자치법규 중 단 1건만 충돌한다는 정부의 

결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주장은 한-미 FTA 협정문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조례나 조치가 협정과 가장 많이 관련되는 분야는 서비

스와 투자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한-미 FTA는 지자체의 조치에 대해

서 포괄적인 유보조치를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FTA 협정 제11장 투자챕터의 

11.12조, 서비스챕터의 12.6조, 금융서비스챕터의 13.9조가 지방자치단

체, 지방정부의 비합치 조치에 대한 유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상 당시 2006년 7월부터 11일까지 만에 하나 FTA

협정과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의 조치 점검을 위하여, 재경부

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사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미 양국은 지방정부의 비합치 

조치를 모두 협정문에 담아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

다는 결론을 내리고, 포괄적으로 유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양국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합치 내용이 추후 강

화되지 않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조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되고 시행하여야 하므로, 향후에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등

을 제정하면 한-미 FTA에 비합치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헌법 제117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주장 1-3항입니다.

서울시는 한-미 FTA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

회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가 우리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관계와는 법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주가 법제정에 관련해서는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령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 따른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

하는 국회에서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원활히 협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

우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의 주장 두 번째 분야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일부 제약받을 수 있고, 재정부담이 가

중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 주장 2-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한-

미 FTA가 발효되면 ISD 제소건수가 압도적으로 1위인 미국기업이 우

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소할 수 있을 것이며, 패

소하게 되면 서울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미 FTA상의 ISD는 발

동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모든 조치

가 ISD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요건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유치국의 

협정상의 의무는 3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챕터상의 의무, 투자계약, 투자인가, 이 3가지의 의무를 위반

하고, 그 위반이 발생되고, 또한 그 위반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한됩니다. 이것은 협정문 제11.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

다.

한편, ISD는 지방정부는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1차적

인 대응은 중앙정부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간 국제적으로 제기된 여러 ISD사

건 중 패소사례를 검토해 볼 때, 문제가 된 것은 정부, 특히 일부 지



방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조치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진

다면 ISD를 제기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자체들이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

적이고, 비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조례 제정시에도 우

리의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제조약과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제소건수가 많은 것은 미국 투자가 진출한 일부 개도국들

의 국유화 조치나 정치적 변동에 따른 차별적 조치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제소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 일

반론적인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주장 2-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와 세율인하로 서울시는 26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정부의 

보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이를 전액 보전하

기로 이미 지난 10월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이미 합의

가 됐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사항을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통

보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보전대책이 이미 마련되어있는 상황이며, 서

울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자동차세 세율인하와 같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수 감소발생의 경우 감소분을 보전해온 전례에 따라서 현



행 주행분 자동차세의 지자체 정액보전금의 이번 자동차세의 세율조

정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추가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주장 2-3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한-미 FTA협정의 부동산 환경 등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

는 ISD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외만으로는 모든 사업을 

규제할 수 없으므로,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이러한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

제, 예외사항의 적용, 개별분야별 정책권한 확보 및 협정상 유보 등을 

통하여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적인 사항을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가 주장하는 세 번째 분야입니다. 민생경제의 위기

초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한-미 FTA에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인 주주의 이익추구 권한행사

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분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장치가 필

요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 FTA에서는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행사가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외국인 지분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분제한과 관련해

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규제할 수 없다는 식의 가정은 틀

린 것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전기 및 가스공급 부문에서 외국업체

와 국내업체간 차별할 수 있는 명시적 미래유보를 확보하고 있습니

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유보 제14번과 제15번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영권 확보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 및 가스와 같은 공공분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상 주권을 부여하는 이와 같은 공공기업의 가격정책

이 협정과 합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FTA의 경쟁챕터

(제16장)에서도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을 주석으로 분명히 

명기한 바 있습니다.

제16.2조, 제16.3조, 제16장의 각주 3에 따르면, 정부가 독점을 지

정하거나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권한과 공공서비스 요금의 승인권

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의견서 네 번째 분야입니다.

유통업 및 소상공인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의 주장은 한-미 FTA협정문의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미국계 SSM의 무차별적인 한국시장 진입



이 가능하며, 향후 분쟁발생시 서울시 SSM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통시장 선진화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따

라, 1988년 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일관되게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내적 목표에 맞춰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를 통하여 유통시장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WTO DDA 서비스

협상의 개방계획안,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체결 발효된 기존의 각종 

FTA에도 같은 기조의 정책이 명시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하여 처음으로 개방되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의견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유통산업분야에서 이러한 자유화 정책을 유지

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자영업 컨

설팅 지원이나 점포 현대화, 전국 통합 물류센터와 같은 경쟁력 강화 

대책,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공정책 자율성 확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

료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해서 

외교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43쪽을 봐주십시오.

일각에서는 ISD로 인해서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

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



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도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조치는 협정의 적용배제입니다.

공공퇴직제도,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법정사회보장제도, 중앙은행 

및 통화당국의 금융서비스, 8대 국책금융기관, 정부제공 공공서비스,

보조금 등이 모두 한-미 FTA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외조치입니다.

정부는 공중도덕 보호, 생명 건강, 필수적 안보이익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차별적 과세조치나 금융건전성 조치, 단기(금융) 세이프가드 조치,

간접수용에서 공공정책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도 예외사항으로 명시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권한도 확보했습니다.

정부조달에서 국내산 농산물 구매, 중소기업 우대조치 등이 있으

며, 금융부문에서는 대출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의무 유치, 예금대출의 

권한을 협정문에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협정문과 비합치되는 47개 분야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규

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4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

래의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 분야별 유보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책자의 제47쪽에

서 51쪽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겹에 걸쳐서 한-미 FTA에서는 공공정책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견서에는 한-미 FTA가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면서, 서울시와 협의 없이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령에 의거,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

요한 업무와 수출입 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업무

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닌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명확

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한-미 FTA가 서울시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 전반적으로 국익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

고 한-미 FTA를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자

체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왔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대로 한-미 FTA는 서명된 지 4년 반이 경과되고,

그동안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며, 현재 미국측은 비준절차를 이미 완

료한 상태이고, 우리 쪽에서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위한 막바지 절차

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ISD와 같은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 조항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적절치 않을 뿐더

러 시기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미 FTA로 기대되는 이익이 모

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ISD 제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

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부 사례가 중남미나 다른 국

가들, 해외 국가들에서 지방정부가 제소대상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

신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말씀드리면, 일단 피소의 

대상은 중앙정부가 되는 것이고, 피소가 될 수 있는 조치는 지방정부

가 취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ISD와 관련해 좀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협정문에 보면, 투자자가 

투자유치를 한 그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하는 사

람은 외국인 투자자가 되는 것이고, 피소를 받는 주체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가 이러한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추가답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가령 우리 같으



면 경기도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경기도의 인허가와 관련된 외국투자

기업이 손해를 봤다,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경우에 그 투자자는 

경기도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경기도 정책이

라도 그 투자자는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중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정책의 원인부처가 어디냐에 관계없이 항상 피

고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지, 그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없다는 뜻입

니다.

<질문> 그럼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는 ISD에 제소될 수 없다는 뜻인

가요?

<답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질문>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났을 때 배상은 누가 합니까?

<답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자체가 불법행위를 해서 국가가 소송결과에 책임

을 지게 되면, 실제로 그 소송을 일으킨 지자체는 책임을 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답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내부적으로 구상문제만 생깁니다.

<질문> 서울시 주장 1-2에 대한 반론으로 서울시의 자치법규와 한-미 

FTA가 서로 충돌이 없다, 1건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과 관련한 상생 법안도, 상

생 관련한 조례도 검토했을 때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는 제



외된 건가요?

<답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당시에 전수조사한 시기는 

2006년도입니다. 2006년에는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이었고, 협상이 타

결되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SSM 관련 규제법은 존

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해, 지지난해 

해서 SSM 관련한 조례들이 대부분 많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FTA와 

상충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셨나요?

<답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SSM 관련 규제법과 개정 

규제법의 내용은 WTO나 한-EU FTA 및 한-미 FTA에 위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국내법 자체가 자동으

로 무력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 조례는 국내법에 기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국내법과 불합치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와 협정 비합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와 국가 분쟁이 제기되기 위해서는 일단 

위반상황이 있어야 되고, 위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어야만 그 피해

를 받은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

내적으로 SSM 관련 규제법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위반이 구성되는 상황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히려 지자체 조례보다는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토

지 수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충돌이 될 가능, 지자체의 토지 수용에 



관한 문제들이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더 크지 않은가 싶어서요. 이 

대부분은 대상이 아닌가요? 조례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자

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국제 중재가 제기될 수 있

는 부분이?

<답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답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모든 정책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수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죠. 우리

나라 사람들한테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됩니

다.

<질문>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사실 내부 기능, 그러니까 우리 시

민들과도 수용으로 분쟁이 많잖아요. 법원에 제기하고, 똑같이 그것을 

ISD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도 혹시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외국인이 투자한 토지와 우리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같이 수용이 되었을 때 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ISD에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가령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1㎡당 100원으로 주고, 외국

인에게는 50원밖에 안 준다면 ISD로 가겠죠. 그럴 이유는 없지 않을

까 싶습니다.

<추가답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제가 조금 더 부연해

서 말씀드리면, 협정문에 보면 수용과 관련된 투자챕터에  부속서 

´11-마´가 있는데, 직접수용은 몰수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간접수용을 구성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정부의 어떤 

특정조치가 있었고, 그 조치로 인해서 투자자의 합리적 이익이 명백

하게 피해를 입었고, 세 번째는 그러한 피해가 그 특정 투자자에 대

해서 매우 불균형하고,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을 때 간접수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간접수용의 구성요건이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안전, 환경이나 매우 포괄적인 부동산 가

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정책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적

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 관련된 사항

은 대체로 포괄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법무실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SSM 조례를 제정

할 때 각 지자체 의회나 지방 의회들이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

를 제정한 것이 맞죠?

<답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랬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FTA가 체결이 되면,

SSM 관련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위배될 소지가 있으

니까요.

<답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위배될 소지가 있으면 개정을 해야

죠.

<질문> 그 말이 아니고, FTA가 체결되기 전에는 국내법 테두리 내에

서 적법한 조례였는데, FTA가 체결되고 나면 그것이 위법소지가 있

어서 개정을 해야 될 형편에 놓이는지, 그 과정이 저는 이해가 안 되

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SSM 문제가 법무부 소관이 아니어

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하실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법사위에서 SSM 논의는 되고 있습니

다만, 법안 자체가 우리 부 소관법률은 아닙니다.

<추가답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제가 보완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현행 SSM법에 따른, 규제법에 따른 조례는 합법입니다.

당연히 합법이죠. 국내법에 따라서 조례는 제정되어야 되고, 그런 조

례제정 규정과 절차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협정에, 그러니까 FTA 등 통상협정에 위배되는 국내

법이 있고, 그 국내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법 또는 조례의) 위배 여부 자체는 결국

은 분쟁패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위배소지가 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해서 (해당 법령이나 조례가 무력화되거나) 자동으로 

분쟁이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배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법이나 조례의 운영을 합리

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피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작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질문> 아까 서울시 재정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ISD 얘기를 하면서 

‘패소하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서울시에 주장했고, 정부 쪽에서

는 ‘피소의 대상은 국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가 그걸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주장은 결국은 패소했을 경우에 재정부담은 해당 

자치단체가 떠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법무부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가 피소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만, 패소하게 되면 아

까 말씀하신 내부적인 구상권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치단체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ISD로 패소하게 되면 

결국은 그 자치단체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상권

이 어떻게 됐든 간에, 피소와 대상을 떠나서 결국은 ISD로 패소가 되

면 해당 정책을 집행했던 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갖는 것은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ISD 관련해서 최석영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공

공정책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간접수용을 포함

해서 정부가 일정부분 현재 또는 미래 유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일부 언론보도 나온 것 보면, 공공

복지 목적으로 정부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ISD의 대상이 되고, 일부 

조항에서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일 때 그런 드문 상황일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은 투자를 유치했던 투자국이 투자자에게 배상을 하도

록 되어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ISD 제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패소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외국투자자에

게 배상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 손해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

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상권 행사라는 것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지고 있

고, 실제로 국가가 잘못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는 결국은 공무원

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인데, 구상권 행사는 미미합니다.

금년에 벌써 400억 넘는 돈이 배상금으로 지불이 됐는데, 구상권 

행사는 액수가 아주 소액입니다. 구상권 행사라는 것이 어떤 공적인 

지위에서 이뤄지는 정책적인 판단이나 법률의 제정이나 조례의 제정,

이런 것들도 이뤄지는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또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지방정

부 재정에 부담이 될 만큼 그렇게는 안 되리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

습니다.

<답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미에 협정문에 규정되어있는 공공정책 

자율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ISD의 제소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신

데요.

맞습니다. ISD 소송, 즉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

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ISD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자유는 얼마든

지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기한 소가 명백하게 협정문

에 적용예외나 배제범위가 언급이 되어 있고, 정부가 유보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을 때 과연 승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를 과연 제기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정문에 보면 “공공정책, 특히 환경, 보건, 안전, 부동

산 안정화 정책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 등 드문 경우를 제

외하고”, 이렇게 일종의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극히 심하거나 불



균형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피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

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건 등 공공정책 분야에 안전조치

가 마련되어 있으나, 정부의 조치가 특정 외국투자자에 대해서 벌칙

적이거나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조

치는 간접수용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정책에 재량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 최 대표님께서 그런 기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데, ISD 실무위원회에 꼭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지자체 한

두 곳을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

리고, 두 번째 것은 법무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쪽에서 SSM 관련 기미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

명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우리 법무부 법무실 아래에 국제법무

과가 있습니다. 국제법무과가 FTA관련 법률사항을 검토하는 과인데,

실무위원회는 그 과장이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을 입안하거나 정책을 결정하거나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처끼리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실무협의체에 불과합니다.

그 실무협의체의 내용을 저한테 보고 하는 정도입니다. 각 부처에 

돌아가서 보고도 하겠지요. 우선 아까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ISD의 



경우에 피제소 당사자가 국가인 측면도 있지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ISD

원인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기관을 다 넣어주기는 어렵

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라면 참석해서 지방자치단

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실무책임자가 와서 의

견제시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단순히 정보 공유하는 실무위원회, 조

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의 과장급이 총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

회에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다 불러서 매번 회의를 한다

는 게 무의미 할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서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얼

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의견을 주셔

도 좋고, 직접 우리 법무부나 법무실장인 저한테 주셔도 좋습니다. 위

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주면 의견을 검토해서, 수용여부를 판단해서 정

책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급 정부 관료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ISD 관련해서 지자체가 말씀하신대로 많이 있고 활발하게 외

국인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 경전철사업을 봐도 

잘못된 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가 나중에 재정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서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자와 계약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법률적으로 

조언을 한다거나 하는?

<답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협정문 투자챕터에 보시면,

투자계약에 관한 사항이 일단 투자챕터의 의무로 나와 있는데, 투자

계약의 정의를 보면, 그 대상은 중앙정부가 체결한 투자계약에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체결한 투자계약은 일단 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당연히 ISD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

다.

<추가답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제가 한 가지 추가말씀을 드리

면, 용인 경전철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투자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투자분쟁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상사중재로 간

다든지 하는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을 할 때, 그런 계약을 할 

때 투자분쟁절차를 정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ISD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

방자치단체가, 상대 계약당사자인 외국투자자가 계약당사자인 지방자

치단체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제소를 하게 되고, 그 제소절차는 투자

계약에 다 있습니다.

<질문> 서울시에서 260억 정도 세수가 준다고 했는데요. 그 세수 주

는 것은 서울시민들한테 그대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로 가는 것입니

까? 아니면 그런 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답변> (행정안전부 이경옥 차관보) 그래서 이번에 세율변경에 따라

서 전국적으로 약 1,388억 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여기

에 우리 실장님(기재부 세제실장)도 오셨지만, 주행분 자동차세에 정

액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1,388억을 더 얹어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억 문제는 완전

히 기재부와 합의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과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전

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끝>



2. 이슈별 브리핑



FTA교섭대표 브리핑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의료비, 약가, 의료시스템” 분야 

2011.11.30(수) 14:00, 최석영 FTA교섭대표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입니다.

최근 들어 한-미 FTA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분야에 대해 대단히 많은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한 오해와 왜곡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주 동안 매주 

2~3회씩 한-미 FTA 주요 이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

니다.

모두 설명을 마친 뒤에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슈

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 담당관도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은 보건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께서 자리

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의료비, 약가, 의료시스템 등의 

분야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그동안 제기되었고 정부 쪽에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 이 분야의 이슈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한-미 FTA와 관련된 정보들 중에 온라인 매체나 일반 매체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런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공공서비스 분야의 하나인 의료서비

스가 민영화 된다고 하는 괴담이 있습니다.

둘째,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속속 설립될 것이라는 괴담도 있습

니다.

셋째,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가 상승된다고 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넷째, 의약품 시판허가 특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약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하는 괴담도 있습니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

는 괴담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들입니다.

우리 의료시스템은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현행 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첫째, 우리나라가 계속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의료민영화 계획은 없습니다.



둘째, 영리병원은 한-미 FTA를 통하여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

법에 따라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

니다.

셋째,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현행 보험제도는 협정 발효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넷째, 우리의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를 통하여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약가에 관한 정책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약가폭등이 된다

고 하는 사실도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공공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가 된 이후에 근거없는 주장들이 의료분야

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각 이슈를 하나씩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민영화와 관련된 주장입니다.

주장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의료민

영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

부로서는 의료서비스를 영리화, 또는 민영화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

다.

한-미 FTA의 적용도 받지 않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현행과 마

찬가지로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분야는 적용배제와 우리의 미래정책권한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어, ISD 제기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의료체계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이외에 대한민국 영토에 병원

을 세우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영리병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제도는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영리병원 설립 후 부작용이 나타나도 영리병원

제도를 배제하는 정책을 마음대로 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제도는 한-미 FTA를 통하여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이 영리병원제도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이

전인 2003년부터 역대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설립은 한-미 FTA와 무관한 정책적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허용

됩니다.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영리병원 설립 이후에도 의료법, 약사

법 등의 국내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만일 설립된 영리병원이 이러



한 의료법령에 따른 감독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당국이 허가취

소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립이 가능하며, 실제로 아직까지 영리병원이 설립된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료 붕괴와 의료비 폭등에 관한 주장입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린다고 

주장합니다만,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 제13.1조 제3항 가호

에 따라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우리 정부가 공적 건강보험과 관련된 조

치를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의 의료사

례를 예시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FTA가 미국 의

료시스템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시킨다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

입니다.

우리의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의료시스

템은 그대로 유지되며, 의료비 폭등의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연계제도 및 약가상승에 관한 주

장입니다.



주장의 내용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도입하게 될 의약품 시판허

가 및 특허의 연계제도 때문에 복제약 생산이 늦어져서 약값이 오르

게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로 인하여 약값이 폭등할 우려는 없다고 하

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미 FTA를 통하여 우리의 약가결정제

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하여 복제약 출시

가 늦어지는 것도 아니며, 의약품 특허기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시판허가 및 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일단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복제약을 시판하고자 하는 복제약 제조업자가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그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업자의 통보를 받은 후에 특허권 침

해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기간 동안은 시판허가를 할 수 없습

니다. 만일, 소송을 제기 안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시판할 수가 있습

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대개 이런 의약품 특허소송

은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참고자료를 보시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조감도 같은 그림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추가협상을 통해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을 3년간 

유예를 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기간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시행방



안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셋째, 복제약을 출시할 때 특허신약의 특허권을 침해해서는 안된

다는 사실은 한-미 FTA 발효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현행제도와 같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약사법도 특허를 침해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특허침해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사후

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허권을 침해

해서 복제약을 아무렇게나 내다팔 수 있는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시판허가 특허연계제도는 복제약 제조업체들이 사후에 특허

소송에 휘말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업계에 신약개발 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제약 출시기간은 현행제도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

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서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제네릭 의

약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특허권 침해 가능성

이 있는 일부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

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2002년 발표된 미국 FTC 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02년까지 통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

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 신청 중에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서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평균 100건 중에 6건에 불과하

고, 그 6건 중에서도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그 중에 1~2건 정

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복제약품이 특허권 침해로 인해서 시판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대략 100건의 복제약 시판허가 신청 중에 1~2건에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적 검토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한-미 FTA의 독립적 검토절차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지금부터 훨씬 높은 가격으로 약값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독립적 검토절차란, 개별약제와 치료제를 급여요구에 대하여 이의

가 있을 경우에 절차투명성 차원에서 정부와 건보공단과 같은 관련기

관으로부터 독립된 검토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즉, 심사평가원에서 확정된 경제성평가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가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검토 결과 자

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독립적 검토절차를 통해 

약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약가에 대한 정부권한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하여 건보재정 약 1조 

2,000억원과 국민부담금 약 5,000억원 등 약 1조 7,000억원 상당의 약

가를 절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자료를 모아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8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오늘 말씀드린 의료 분야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도된 언론기사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를 한 군데 종합적으로 모은 내용이고, 기재

부에서 나온 한-미 FTA 오해와 진실에 관한 참고자료도 있습니다. 이

것도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우선 한-미 FTA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법률들이 이번에 14개가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있는데, 개정해야 

될 법률 리스트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현재 14개 법률이 통과됐고 시행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조만간 공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위법령인 시행규칙과 고시가 있습니다. 일부 규정들은 아직 

입법예고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스트를 현재 

공개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의 시행규칙과 고시는 이미 공고해서 코멘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규칙과 고시는 지금 공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그러면 일단 추가 개정이 필요한 법

률은 없나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그렇습니다.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법률개정은 다 완료된 것이고, 법률개

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그렇습니다.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작업 진행 중

인 것입니까? 그 리스트는 모을 수는 있겠네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그렇습니다.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그러면 공개시점만 조금 기다려 달라

는 것인가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네, 시행규칙이나 고시안을 만들게 되

면 관계부처에서 그것을 공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고하게 되면 당

연히 초안이 공개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숫자

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반수 이상의 숫자가 초안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안 되어있는 것들은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MBC 김현경 기자) 영리병원 정책은 물론 특별법 추진된 것

이긴 하지만, 이번에 FTA 통과 때문에 래칫에 걸려서, 원래 정부에서 

할 때는 시험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혹시 부작용이 있어도 되돌

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돌릴 수 없는 것에 영리병원이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

확하게 무엇인지 정의가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주

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

가 있을 경우에 일단 허용은 된다는 것입니다. 허용된다는 데에는 일

정 요건이 있습니다만, 허용이 된다고 해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지만 그 영리병원의 운영에 대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법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에는 폐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질문> (MBC 김현경 기자) 시민단체 등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리병

원이 지금 자체는 없고 그렇지만 미래의 경우에 예를 들어 많이 활성

화가 되어서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한국 정부가 정책을 영리병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

지 말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먼 미래라고 해도 그럴 수 

있는데, FTA 때문에 허용을 했던 것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

부의 정책 결정권이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영리병원을 일단 허용하게 되면 특별

한 이유가 없이 폐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

지 않습니까? 영리병원이 일단 허용이 되고 그 영리병원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안에는 폐쇄를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주장의 내용은 상당히 가상적인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

어서, 적법하게 외국인 투자가 있었고, 그리고 관련 국내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정부가 폐쇄를 한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은 FTA가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대한 상응한 배상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질문>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말씀하셨던 대로 가정적인 상황이라

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영리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그 공간에서는 영리병원에서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잖

아요.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은 영리병원에서 아무래도 의료비라는 것이 용

어가 ´뱀파이어 효과´라고 해서 물론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

지만 그쪽에서 아무래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지정이 되지 않고 상

대적으로 비싼 의료비가 적용이 되다 보면, 특히 우리 삼성이나 대기

업들도 영리병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쪽에 파급효과를 주지 않을까 우려가 있

는 것 같고, 다만 미래유보에 보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고 해서 예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래유보에서 예외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 계

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래칫이 적용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영리병

원을 취소하게 되면 몰수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

지 하고 되돌릴 수 있을 만한 정책적 재량이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

까, 물론 FTA가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FTA로 인해서 영

리병원 개방이 어쨌든 고착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서는 조금 걱정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나중에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께서 건

보 당연지정제 관계는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

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건보 당연지정제가 당연히 제주도와 경

제자유구역 안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답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래칫관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영

리병원이 허용됐다가 그것을 비영리법인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게 되

면 그것은 당연히 개방을 했다가 후퇴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몰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국내법에 따라서 규제할 수 있는 정책 공간

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것은 시장접근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서비스 쪽에 보면 국내 규제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뭔가 하면, 국내 관

련법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영리병원에 대해

서 공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래칫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의 후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인데 반하여, 일반적으로 어떤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기준 등에 대

한 국내법 적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든

지 확보가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하나 더 여쭤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

부장께서도 끝장토론 같은 데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보험이 현정

부내에, 속기록을 보니까 카브아웃(carve out)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13장을 아까 얘기하면서 적용배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13장의 해당조

항을 보면,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 뒤

에 단서가 달려 있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13장의 적용만 받지 않는다면 11장의 투자에 대한 것

까지 완전히 적용배제, 그러니까 카브아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

르겠는데, 11장의 투자부분까지 완전히 같이 깨끗하게 날아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13장에 있는 적용만 배제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4대보험에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

험, 실업(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카브아웃이 됐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3장이 카브 아웃이 됐는데, 그러면 11장의 적용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1장의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정보험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죠. 건강

보험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

으로 11장 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SD라고 하는 것은 12장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ISD는 투

자 관련 의무위반을 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인

데, 투자가 아닌 서비스는 제12장입니다. 그리고 제13장 금융서비스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ISD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

로 13장, 11장이 건강보험에는 다 적용이 안 되니까 카브아웃이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죠.

<답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첨언을 드리면, 서비스 챕터의 12.1

조 6항에 보시면 서비스 중에서 정부의 권한에 위임돼서 제공되는 서

비스는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WTO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권한을 

준 오퍼레이터(operator)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되기 때문

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단일사업장,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거든

요. 그게 건강보험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서비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WTO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FTA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일사업

장, 정부 권한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습

니다.

<질문>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하나 여쭤보면, 최근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김종대 이사장님이 취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평소 

소신이 조합주의이니까 지역과 직장을, 물론 취임하셨을 때는 기자간

담회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그분의 철학

은 어쨌든 그것을 쪼개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불평등하다는 본인의 

소신이신데, 그것을 만약에 쪼개게 된다면, 향후에 그것을 다시 붙일 

경우에 협정사항의 의무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약속한 의무에 배치

되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배치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답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저는 그분이 그렇게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릴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럴 만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너무 과도한 가정적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인의 발언을 인용(quote)했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거 같은데

요? 건강보험 제도를 지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나누었다가 다시 재합치는 경우 제도의 변화

를?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기자분

께서 언급한) 나눈다는 것이 어떤 조건과 규정에 따라서 나누는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적인 판단을 

요청하시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답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그리고 건강보험은 우리가 개방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서비스개방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분야는 김종대 이사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있

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그러한 권한을 쪼갰다가 붙였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서비스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MBC 김현경 기자) 약값을 결정할때 조항 중에 약값에 대해

서 과도하게, 너무 싸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약사 쪽에

서 이의를 제기하면 약값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독립적 절

차는 아까도 최석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이라는 검토기관에서 경제성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약사가 이의가 있을 경우 자기들의 내용을 독립적인 검토절차를 통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서 제3자가,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다시 검토해서 참고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적으로 경제성평가를 재검토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시 그 자료를 보

강한다고 하면, 독립적 검토절차가 아니라 그것은 FTA와 상관없이 

현재 건보의 약가산정절차에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FTA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질문> (MBC 김현경 기자) 독립적 검토절차 얘기가 아니라 제약사 

쪽에서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왜 약값이 이렇게 되었는지 정부가 

알려줘야 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

는 건가요?

<답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만, 이 말씀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5.3조 투명성 조항의 4항 

라에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과 급여에 대한 권고, 또는 결

정에서 원용된 모든 전문가 의견 또는 학술연구에 관한 인용을 포함

하여 그러한 권고, 또는 결정의 근거에 관한 의미 있고 상세한 서면

정보를 신청자에게 합리적이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한다. 이 말씀

을 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MBC 김현경 기자)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것이 그동안은 우

리나라 정부에서, 심평원 이런 곳에서 정했던 약값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어찌되었든 많아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들어가서 약값이 오를 소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답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신약가격은 항상 새

로 나온 가격은 예전의 가격, 예전에 있는 기존의 약값보다도 상당히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부도 약값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약값을 결정하는 근거를 제약사한테 투명하게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제공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들

어갔다고 해서 기존의 행위에 비해서 별다른, 또 다른 행위가 일어난

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다름이 아니라요. 어제 공기업 민영화 



관련해서 지경부에서 브리핑을 하셨던 것 같은데, 미래유보에 보면,

공기업의 주식처분에 대해서 미래유보, 그러니까 부속서2의 두 번째

에서 일반론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내국민 대우부터 해

서 그 네 가지를 유보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14번 미래유보 14번째에 

보면, 발전전력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유보하는 내용을 따로 두

고 있고, 거기서는 부속서1에서 허용한 개방의 수준은 감소하지 아니

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발전설비라고 얘기한다면, 부속서2의 두 번째가 적

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전력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력부분에 대

해서 14번째에서 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2번

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4번째 유보가 적용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

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원래 미래 유보라는 것은 우리가 규제를 강화하

거나 완화하거나 상관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 또 단서가 붙어서 부속

서1에서 허용한 것을 감수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두 

번째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따로 뒤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유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김 기자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아

주 심층질문을 하시는데요. 미래유보 두 번째에 있는 민영화에 대한 

유보는 만일 민영화를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정부

의 재량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14번째 전력분야에 대해서 포괄적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유

보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포괄적 유보를 하고 있지만, 부속서1

에 규정된 한전에 대한 투자제한은 미래유보조항에서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분상한에 대한 

현재유보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면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질문>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그러면 발전설비용량의 30%까지는 

외국인한테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자꾸 가정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왜냐면 가정적인 베이스를 깔아야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

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어제 당연히 계획이 없다고 하셨지만, 만약 발전설비용

량의 100%를 민간에 필요성이 생겨서 개방했다고 하면, 거기 30%까

지는 내국민 대우가 유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속서1의 수준을 감

소시키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30%... 100을 만약에 민간에 다 개

방한다고 하면, 30은 그러니까 외국인 소유 지분이 되게 되는 것이

죠?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일단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계속적으로 가정적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다보면, 비현실적인 질의응답으로 계속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 계획이 없습니다. 어제 지경부 차관도 분명히 말씀을 했었고요.

<질문> (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요즘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스위

스 노바티스의 에이즈 치료제 관련해서 보건단체쪽에서 한미FTA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노바티스의 에이즈 치료제와 인도 

부분은 인도가 일정 부분 약가를 너무 낮게 복제약을 만들어서 출시

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도가 EU와 FTA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반대하셨다는 기사도 읽었는데, 일부 특정 국가 같은 경

우, 인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강제실시도 하는 경우

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제약 같은 경우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종

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는 적합하

지 않고요. 우리는 특허를 보호하는 기전 하에서 약가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의약품의 허가가 특허하고는,

특허를 먼저 보지 않고 허가부터 해주지만, 특허가 만약에 침해됐을 

때는 바로 그 허가가 취소되고 많은 보상문제는 특허권자한테 다 돌

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상황

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최석영 대표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특허가 완료된 다음에 출시가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도 없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미

리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준비해놓고 있다가 종료가 되면 바로 복제

약이 출시가 됩니다.

단,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적용이 되는 의약품의 경우는 제약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이 의약품

이 특허 자체가 불합리한 특허라고 판단이 됐다고 하든가, 아니면 그 

특허를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복제의약품을 출시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가-특허 연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상당부분 복제약은 특허 만료되는 즉시 나올 수 있

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특허기간 내에 도전하는 품목들의 수가 식약청

의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

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제가 볼 때는 의료분야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있고 의혹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한-미 FTA의 다른 분야에 대한 질문도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유통분야 관련해서 코스트코가 우리

나라에 진출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 전통시장 옆에 코스트코가 입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현재 지자체 조례에서 전통시장 반경 몇m 내에는 대

형유통시설 못 들어서게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코스트코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갖고 전통시장 옆에 입점

하려고 한다면 ISD 규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소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브리핑을 하

실 때 앞으로 우리나라 조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정을 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또 하나 가상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코스트코가 투자를 그렇게 확대할 것이라는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둘째, 조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조례는 그 자체가 

현행법과 합치가 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보면,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령 위반이 되면 그 조례는 불법조례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는 상생법과 유통법과 합치된 



조례가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자체는 합법적인 조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문제는 상생법과 유통법이 한-미 FTA나 한-EU

FTA, 그 다음에 WTO 협정의 위반여부가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정부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생법과 유통법이 국회에 의원발

의가 되고, 그 개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때 정부의 입장은 국제

규범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지, “위배가 된다”고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협정문과 국내법과의 위반의 문제는 결국은 분쟁패널의 

판결을 받아야 결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국내

법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

혔고요.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그럴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트코가 나중에라도 그렇게 할 계획

이 있는지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만일 코스트코가 전통시장 옆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협

정위반 소지 및 그 가능성과 대책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들어

와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ISD

제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

러 가정적인 전제 하에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가 전통시장에 입점을 하게 되면 ISD에 

당연히 국가가 제소된다”, “그럴 위험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그 자체는 ISD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코스트코가 한미 FTA협정 위반이 되고, 자신의 투자에 대한 



특별희생적인 손해가 발생됐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코스트코만 특

별히 희생이 됐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안별로 검토해 봐

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결국 어떤 케이스가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고 나야지 판단할 수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SD를 포함한 가정적이고 비약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매일경제 이재철 기자)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EU

FTA 같은 경우에도 SSM 규제문제가 비준 전까지 가장 큰 문제였는

데요. 10월에 장관급 무역위원회가 열리고 했는데, SSM 관련해 EU

쪽에서 입장이 들어오거나 정부간 논의가 이뤄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

닌가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EU쪽에 한국

의 우려사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EU쪽에 분명히 입장을 전한 바

가 있고요.

말씀하신 EU쪽에서 이것을 분쟁을 제기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감지한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분쟁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도 해야 되고, 정치적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의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EU측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고, 브리

핑을 종료하겠습니다.

11월 29일 어제 야5당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직무유

기 형사고발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

다. 이와 관련,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고발의 근거가 된 

직무유기는 ‘근거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이후 브리핑 계획은?

<답변> 다음 브리핑은 금요일 오후 2시에 있고요. 가급적이면 월 수

금 오후 2시에 계속적으로 주제를 바꿔가면서 연말까지 시행해 볼 계

획입니다만,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면 다음주에 재검토 하겠습니다.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일단은 월 수 금인거죠?

<답변> 예, 매번 오시는 게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끝>



FTA교섭대표 브리핑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재권” 분야 

2011.12.2(금) 13:30, 최석영 FTA교섭대표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저께 처음 브리핑을 시작한 이후에 한-미 FTA 관련해서 오늘 

지재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상당히 과장되어있다, 특히 지재권 분

야에 대해서도 과장된 우려들이 제기되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미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도 배

포하고, 브리핑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한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을 드린 후에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

해서, 실제로 이슈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임원선 저작권정책

관, 특허청의 이재우 상표심사정책과장, 특허청의 설삼민 특허심사정

책과장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지재권은 일단 매우 어렵고 전문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중 저작권분야는 인터넷사용, 영화관람, 방송 등 실제 국민생활과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오해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기 되고 있는 주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활동이 지장 받게 된

다.

둘째, 불법저장물이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다.

셋째, 지재권 기간이 연장되어 일반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넷째, 지재권 권리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러한 주장들은 지나친 우려다, 통상적인 인터넷사용과 일상적인 정보

처리, 국민의 문화활동은 한-미 FTA 발효에 의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

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의 문화창작과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반적

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는 것은 지식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

들의 정당한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

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지식재산권자와 일반사용자 권리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대국이고, 한류로 대표되는 콘텐

츠의 강국입니다. 한국영화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관심과 보호가 오히려 우리 측에서 필요한 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미 FTA 지재권 관련 조항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

하면서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검색도 지재권 침해

가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상적인 인터넷검색은 한-미 FTA 발효 이

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한-미 FTA를 통하여 ‘일시적 복

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 복제라는 개념은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환경이 되고 있고, 급속히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도용되고 있으나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법률규정으로는 침해로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검색과 같이 정상적인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

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의하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일상적인 네티즌은 인터넷검색 행위 등에 있어 아무

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사용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 저작권법에 침해자 정보제공 명령제도, 이것은 개정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있습니다만, 이 조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내용은 저작권자가 인터넷상에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법절차

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를 받고자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

다.

인터넷의 특성상 권리자가 침해자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

문에,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최소한의 연락처를 요청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만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작

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필요성과 침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정보를 받게 되면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

겠습니다.

그다음 주장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저작물의 무단복제나 전

송을 허용하는 인터넷사이트가 폐쇄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이 

교환한 부속서한에 ‘양국은 저작물의 무단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

터넷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봅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속서한의 관련내용은 법

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어디를 보더라도 인터넷사이트의 폐쇄

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인터넷사이트 또는 소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해서 한-미 

FTA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소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기능

별로 사전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불법복제물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저작물이 온라인을 통하여 퍼지는 경우 어

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

했기 때문입니다.

면책요건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내용의 수정없이 단순한 전송

을 하는 기능을 하는지, 게시판 기능이나 웹사이트 링크 기능을 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저작권자, 사용자간 권리관계에 예측가능성

이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일일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인터넷사이

트가 폐쇄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한-미 FTA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이 추

가로 연장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한-미 FTA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70년의 보호기

간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뜻입니다.

저작권자에 대한 70년 보호는 한-EU FTA 등을 통하여 이미 국내

법에 반영되어있고,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70년 보호는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년간 보호가 되는 특허권과 10년간 보호되는 상표

권은 한-미 FTA를 통하여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특허와 상표가 한국에서 그대로 통용된다는 일부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일반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미 FTA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간 우리 업계에서도 이에 대

한 충분한 대비를 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

원대책을 마련해놓고, 앞으로 시행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장으로, ‘한-미 FTA가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처

벌규정을 도입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영화관에 캠코더를 소지하

거나 동영상 녹화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가기만 해도 처벌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이 있고,

심지어는 ‘미국의 지재권법이 한국에 직접 적용된다’는 주장까지 나오

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협정문의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일부 사실만

을 발췌해서 과도한 우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관에서 캠코더를 영화를 도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



정이 한-미 FTA를 통하여 도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작비용이 막대한 영상 저작물을 몰래 촬영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는 행위로써, 지재권보호와 우리 영화산

업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의문의 여

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영화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

실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캠코

더로 영화를 도촬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대상

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위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비친고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되어 있어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지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저작

권을 침해하는지 저작권자가 모두 알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상업적 

규모로 고의적인 침해 행위가 일어나는데도 저작권자가 이를 알지 못

하여 그에 따른 처벌과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

다.

이렇게 상업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권리자

의 고소가 없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

한 내용은 이미 기존 저작권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하여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의 범위가 일부 확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지재권 집행이 다소 강화되는 것은 사실입니



다. 하지만 지재권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과도한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의 저작권법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

된다는 우려는 그야말로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지재권 보호 강화 필요성과 사용자의 공정한 이

용권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규정을 완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재권보호강화를 위하여 우리의 콘텐츠 산업도 더욱 활성

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호받아야 하는 콘텐츠가 더 많은 시대에 접어들었

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재권 보호 규정을 포함한 것이라고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초엽에 배포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문

화체육관광부의 브리핑 때 배포했던 자료인 ‘한-미 FTA 저작권 괴담.

사실이 아니다’ 등 우선 지난 8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오늘 주제

와 관련된 언론 기사에 대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 한 

세트를 준비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어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

원 내부 망에다가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법주권침

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오늘 주제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

다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 글 자체가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된 글이 아니

라고 들었고, 내부 망에 떠 있는 글이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드리는 게 과연 적절한지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질문이 있었으니까..

민주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에 의견이 당연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구성원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합의나 최

종 결론이 도출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절차의 기본질서

는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판단이고요.

현직 판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다

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법관이라는 직분이 가

진 의미와 실체적 사안에 대하여 균형있게 사법 판단을 해야 하는 법

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표명은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현직 판사가 제기한 내용들은 2007년 6월 한-미 FTA협정 

서명 이후부터 이번 11월 22일 국회에 통과가 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를 거쳤던 사안들입니다. 이미 합법적인 국회의 비준이 종료된 사항

이고, 정부로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

과 기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해

왔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질문> (전자신문 김원석 기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알기로

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간주하는 것을, 우리 정부는 수차례 한-미 

통상장관회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반대를, 수용불가 입장을 했

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간주하는 게 수용하는 쪽으로 바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방향이 전환된 시점이 언제쯤인지 그리고 바뀌게 된 계기나 배경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 한-미 FTA협정문의 서명을 한 

시점이 아마도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상황에 설명이 될 것 같고

요. ‘이제까지 반대하던 게 왜 찬성 쪽으로 돌아섰느냐’하는 그 부분

은 저도 당초에 저작권 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일시적 복제에 

관해서는 보호를 한다´는 논리와 ´보호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다른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신중론이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

초에 신중론 쪽에 입장이 상당 부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등 

그동안에 상당한 국가,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004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전부 84개국 이상에서 이 부분을 보호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수준에서는, 한-미 FTA를 당초에 설명했던 입

장 수준에서는 일시적 부분을 보호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보호를 통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

입니다.

<질문> (아시아일보 배상익 기자) 영화관에서 캠코더로 영화를 도촬



하는 행위 처벌규정이 한-미 FTA를 통해서 규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것이 꼭 ´캠코더´라는 규정이 지금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다 기

능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캠코더는 아닌데, 이것은 적용은 어떻

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 거기에 표현을 ´캠코더 등´이라

고 했습니다.

<질문> (아시아일보 배상익 기자) 그리고 몰래 촬영하여 배포하는 행

위, 촬영만 해도 이것이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 그렇습니다.

<질문> (아시아일보 배상익 기자) 그러면 이것도 촬영을 하는 것이 

아까 보면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되어있는데, 촬영하는 

행위 자체도 친고죄에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촬영하는 행

위가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답변>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릴 필요

가 있겠는데요. 이 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법은 사적복제

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법으로 보면, 영화관 내에서 그렇게 

촬영하는 행위까지가 개인적으로 내가 영화가 너무 좋아서 다시 보기 

위해서 촬영했다고 항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화관에서 그렇게 촬영하는, 도촬이라고 표현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꼭 반드시 도촬일 필요는 없죠.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촬영하는 목적자체가 과연 그럴 것이라

는 것에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도 아마, 이런 용도는 아닐 것으로 생



각이 드는데, 고의범, 미수범을 처벌할 때 의도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관에 온 것을 ´인증샷´이라고 보

통 얘기하는데, 사진으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으로도 올리는 경

우도 있잖아요? 자기 UCC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경우처럼 예를 

들어서 배경화면에 영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

다하고 이런 용도라면 그게 본래의 의미의 도촬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것이 도찰이라고 비롯해서 처

벌되는 상황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상식선에서 보는 것이 맞

다는 생각이고.

<질문> (아시아일보 배상익 기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사실은 이것은 촬영을 해서 

배포의 목적으로 촬영해서 배포를 해서 저작권에 침해가 됐다고 생각

할 때 고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는 되어있어는 데, 지금 보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촬영하는 행위

로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여기

에서 얘기한 것과 대답하시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 그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은 것

이, 영화는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배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저작물과 달리,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DVD가 나오고, 다른 유선

방송이나 차차 나가는 윈도우즈같이 차례대로 나가게 되어있는데, 도

촬이 이루어지는 예는, 디지털 파일로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확보하

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도촬해서 나온 결과물이 인터넷에 유포되어서 나중에 역으

로 찾아들어가는 상황은 굉장히 하기 어렵고, 실제로 영화가 거의 영

화관에서 주로 상영되는 그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봉쇄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거꾸로 접어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사실상 그렇게 단속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특

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은 형태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처리될 수 있는 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

습니다.

<질문> (MBC 이해인 기자) 오늘 주제와 다른 부분이라 죄송하긴 한

데, 앞서 질문한번 나왔지만 사법부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고, 아

까 2006년 이후에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

는데, 아까 말씀은 입장과 별개로 이 문제를 제기하신 법관께서 지적

하신 내용들을 여쭤보고, 그부분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가 갖고 계시

는 기본입장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질문하시는 것은 좋은 데요. 저는 이분

이 어떤 기관의 자격으로 사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생각은 안들

고, 개인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제기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자분도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멘트나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협상하

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토의가 있었고, 비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토

론과 의견교환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판사분이 제기한 것이 5가지 정

도 되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포한 보도자료만 해

도 수십건이 됩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미 공식적으로 대외에 공개되

어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MBC 이해인 기자) 오늘 이자리에서 간단하게 라도 입장을 

말씀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저는 그 개인이 제기한 입장에 대해서

는 정부가 입장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시 입장을 다

시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브리핑하는 과정



을 통해서 그분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나중에 다 언급할 것입니다.

ISD도 그렇고, 간접수용도 마찬가지이고, 래칫, 네거티브 리스트, 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질문> (아시아일보 배상익 기자) 추가질문 드리는데 그사안에 대해

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개인

적인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장판사 한사람이 아니라 지금 3분

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판사들이 100명이 넘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고 파장

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그것이 사회적

인 이슈가 되면 그것은 정부측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

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건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아니죠. 정부의 입장은 누차 소관이슈

에 대한 입장은 누차 밝혔던 얘기입니다. 또 다시 여기에서 재론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만큼 많은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통해서 밝혔

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발표됐다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질문> (아시아일보 배상익 기자) 저는 공식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라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미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졌기 때

문에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글쎄요. 그것은 보기 나름이겠습니다.

<질문>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일시적 저장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보면 원활하게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하나로 인정하지만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일반적인 

검색행위는 문제되지 않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있는 데, 원

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라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원활하다, 효율적

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분명치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을 판단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들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이게 굉장히 불분

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단서로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하

나로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는 예외로 하는 데 여기에 또 하

나의 예외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한해서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또 하

나의 예외가 또 달려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예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여쭤보니까 

뒤에 침해를 보는 행위와 연결되어서 해석되어서 불법적으로 업무에 

그런 것들을 불법인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기

존보다 예외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항 단서를 뒤

에 있는 침해를 보는 행위라고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시적 저장이라는 자체는, 물론 

어떤 나라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는 예외로 하고 왜냐하면 일상적인 검색행위가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안받고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번처럼 원칙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보호해준 다음에 예외를 달고 또 

예외를 달고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것보다 아예 예외적으로 보호를 

해도 어느 정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도 들고요.

그리고 미국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불문법 국가이기는 하지만, 법



에 일시적 저장을 일정한 기간이상 픽스(고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일

시적 저장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입법한 것 하고는 다르다

고 알고 있는 데, 미국이 일시적 저장을 원칙적으로 우리가 인정한 

것만큼 폭넓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사의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기사를 

본다면 기사를 보는 행위와 만약 블로거가 있는 데 그 기사를 보고 

이후에 자기 블로그에 기사를 픽스(고정)시키는, 한번 보는 것과 그 

뒤에 픽스(고정)시키는 것과 각각은 어떻게 규율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에 해 

주셨는데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한테 오

리지널리티가 있지 않고, 일본법에 먼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

제 일시적 복제의 보호와 예외를 규정하는 각국의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점에서 

일본이 2009년도에 이행한 예가 많이 참고되었습니다.

표현이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

문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규율하려고 하는 게 대상자

체가 대단히 구체적이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

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포괄적

으로 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예외로 삼고자 하는 일시적 복제를 포괄

적으로 담기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 역시도 일본의 예가 많이 참고되었습니다.

당초 예외 단서부분입니다.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작권자의 허락

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예외로 설정한 것이고, 단서는 그



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

구하고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부분을 

얘기하는 데, 이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자체가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특정한 이용행위에 대해서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되면 안되겠다

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행과 관련해서 미국도 우리만큼 충분하게 이부분을 보호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한 부분은, 저는 그렇다고 일단 단정적으로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부

분이 판례에 따라서 판결이 법원에 의해서 결정될 때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문구를 갖고 있지도 않

고, 법에 적용되는 재판부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이법의 취지라든지 이제까지의 동향으로 보면 

거의 유사한 정도의 보호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미국의 경우에 순간적이고 경과적인 시간동안 고정의 경우에는 일시

적 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런 해석, 법규정이 있습니다. 복제 

내지는 고정을 정의하는 규정에 그게 있는 데, 우리 법에서 일시적 

복제라는 정의에 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판단으로는 아마도 

그런 정도라면 역시 저작권자의 통제권내에 들어가는 복제에 해당되

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 복제를 우리규정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모든 복제가 다 저작권자의 통제에 들어가는 복제로 해석될 가

능성은 높지 않다, 모든 복제가 다 저작권자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미국에서 판례가 나왔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애당초 예외에 가기 전에 35조의2의 예외에 의존하기 전에 이미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검색해서 브라우징을 해서 보

는 것과 그것을 고정하는 것, 자기의 블로그나 거기에 고정하는 것 

문제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브라우징의 경우에 그것이 말그대로 흔히 

논의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브라우징 부분에 자기가 

별도로 게시하는 일종의 전송행위, 법상으로 전송행위에 해당합니다.

영구적 복제에 해당될 뿐더러, 블로그에 올린다면 전송행위에 해당합

니다. 명백히 그것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권리자가 암묵적으로라도 

그부분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허락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질문>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단서의 단서가 뒤에 저작권법에 있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행위라고 해석을 한

다고 예전에 답변해 주셨던것 같은 데,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그 단

서가 뒤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일본에서 따왔다고 하시는 데,

일반사람들이 볼 때 뒤에 있는 조항이 단서를 해석하는 것과 링크된

다고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데, 그게 약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볼 때 그것을 해석할 때 이것을 준용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

래 법을 해석할 때는 법 조문과 조문사이에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이

잖아요? 그것에 따른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속서한이 여기에 보면 사이트폐쇄에 동의한다

는 것이 2007년 6월 3일에 서한교환이 되어서 협정문에 들어있는 데

요. 이 6월 30일에 했다는 것은 1차 타결된 이후에 미국 민주당이 신

통상정책에 따라서 노동, 환경 등에 대해서 조항을 고쳐달라고 우리

와 파나마나 등등에 요구하면서 그때 우리도 비자쿼터문제를 협상할 

때 1차 타결 이후에 들어온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1차 타결때 안들어 왔던 게 차후에 들어간 것

은 물론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사이트폐쇄와 관련된 국내법적 반영

이 없었지만 이게 차후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



서 들어갔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설명하시는 것

은 특별한 우리 국내법의 개정까지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의

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시는데, 그럴거면 이 부속서안을 굳

이 1차 타결 이후에 규정하게 됐는지 그부분이 조금은 궁금하더라고

요.

<답변>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 앞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

리고요. 뒷부분은 최대표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서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행위와 저작권의 침해

가 되는 행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당초에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

니다. 밑에 부분은 침해가 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침해가 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에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행위, 그

런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존재하죠. 권리자의 권리내용

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작권법에 저작권 예외규정들

이 쭉 존재를 합니다. 사적복제도 그 중에 하나고요. 도서관 내지는 

학교에서의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당연히 침해가 되지 않은 행위일 수

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허락받지 않고 했다면, 허락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

하고 허락을 받지 않고 했다면, 또는 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을 통해

서 허락 아닌 다른 허락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지 않

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침해가 되고요 그 외에 저작권법이 특별하게 

이것은 권리의 침해는 아니지만, 법에 침해로 정했던 사항이 존재합

니다. 그 부분이 124조 1항 3호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불법복제물인

지 알면서 취득해서 영업상, 업무상 하는 행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연결선상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혹시나 이게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그래서 그렇게 봤고 해설서에도 



기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아까 두 번째 사안은 협정문의 서한자

체를 보시면 다 2007년 6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6월 30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명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날짜를 나중에 박은 

것이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서한은 4월 2일 타결 될 때 그때 합의 

됐던 서한들이고 이 서한도 그때 4월 2일 이전에 합의되었던 서한입

니다

<질문>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그리고 18.10조 지재권 집행이 보면 

일반적 의무에 세 번째 3가지가 권리자로 추정된다. 저작권이 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3가지 권리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원래는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어떤 법률적인 과정에서 입증해

야 될 책임이 저작권자한테 있는데, 이게 추정이 된다함은 입증책임

이 반대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 

법에 이렇게 저작권법 개정안에 권리를 추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

함됐는지, 그렇다면 이게 실제 어떤 특허분쟁이나 지재권 분쟁이 생

겼을 때 입증책임이 실제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인지 

그런게 궁금합니다.

<답변>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확인

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소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FTA만 들어있는게 아니고 다른 협약에도 들어있는 내

용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자기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작물

의 복제물의 체계나 거기에 표시된 사람을 저작자로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과거에도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질문>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그렇다면 여기 추가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기존에 국제협약에는 우리가 가입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재확인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답변>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 기존에 저작권법에도 들어 있

었고요. 그부분을 이번 개정에서는 조금 더 명확히 했습니다.

<질문>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그리고 비친고죄 관련해서 궁금한데,

여기협정문, 6월에 나온 협정문 374쪽에 보면 2장에 기술된 위법행위

에 대해서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 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

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이

게는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저작권과 지재권에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

로는 친고죄로 하고, 몇 가지 3가지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만 읽어보면 아예 원칙을 친고죄에서 비

친고죄로 바꾸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문화부에서 설명하셨을 때는 상

습적이고,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이 두가지가 원래 and 였는데 or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문구만 보면 원칙이 아예 그냥 비

친고죄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혹시 국내입법과정에서 향

후 미국에서 확인해보는 절차가 있을 텐데, 그렇게 입법한 것이 그쪽

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끝>



FTA교섭대표 브리핑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

“ISD” 분야 

2011.12.5(월) 14:00, 최석영 FTA교섭대표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 최석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세 번째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동안 한-미 FTA의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끝장토론을 비롯해서 여러 기회에 ISD에 관한 오해와 괴담

에 대하여 해명을 드린바 있고, 설명자료도 배포해 드린바가 있습니

다만, 오늘 브리핑이 ISD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말씀이 끝나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나욱진 국제법무과 검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ISD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SD란,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에 위배되어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ISD라는 제도는 한-미 FTA로 새로 도입되

는 것이 아닙니다. 1965년 설립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협약

이 체결되면서 ISD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 이래 전세계 약 2,500개 

이상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지난 반세기동안 전 세계적으로 운영 되어온,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

정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면서 ISD

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체결·발효중인 FTA 7개 중 한-EU FTA를 제

외한 6개 FTA, 그리고 85개 양자간투자협정(BIT) 중 81개의 ISD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ISD는 투자의 안전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장

치입니다.

현재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규모가 2,600억불에 달하고, 외국의 국내 

투자가 1,780억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의 대미투자는 약 350억불에 달하고, 미국의 대한투자는 약 100억불

에 달하는, 그래서 우리의 대미투자가 3배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따

라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보호를 위해서도 ISD는 필요한 제도라고 하

겠습니다.

한-미 FTA상에 규정된 ISD 제도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한-미 FTA의 ISD는 다른 일반적인 양자간 투자협정 등의 ISD보다 

개선된 형태로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

다. 한-미 FTA의 ISD 설명을 위하여 ISD 규정의 변천된 역사를 간단

히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북미자유협정(NAFTA)이 체결된 이래 ISD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도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은 2004년 소위 Model BIT(모델 양자간투자협정)규

정을 새로 마련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한-미 FTA는 이렇게 개선된 내용을 기초로 하되, 우리의 입장을 

추가로 반영하여 우리 법제와의 조화도 꾀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양

자간투자보장협정과 비교해 볼 때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많

은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체적 측면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접수용에 관한 법리

를 보다 엄격히 규정을 하고, 적용범위도 제한을 하였습니다.

간접수용의 판단법리에 있어 우리 법리인 특별희생에 관한 개념을 

포함 시켰고, 간접수용의 예외에도 우리 입장을 관철해서 기존의 보

건, 환경, 안전, 이외에 부동산 정책 등 일반적인 공공정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외국환거래법상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반영하여 외환

위기 등 대내외 여건변화가 있을 때 외국환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즉, 밀실재판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중재 심리와 자료

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위하여 제3자 

의견제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언어로 영어 이외에 한국어도 인정하였고, 신속한 절차

진행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공공질서 등을 이유

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유보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ISD 사례는 UNCTAD(유엔무역개발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말 현재 약 3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투자 유치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에 기인하

거나 정치적인 변동성이 크고 사법체제를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정부 조치가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이며, 정당한 경우에는 협정위반 소지가 극히 희박하므로 ISD 제기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ISD에 대한 오해와 괴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

렇지 않습니다.

사법주권 관련, “국내의 사법체계 외의 중재를 별도로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는 국제분쟁 해결의 본질

을 오해한 주장입니다.

즉, 조약당사국의 협정의무 준수여부를 당사국의 법원이 아닌, 제3

의 중립적인 판정기구에서 심판하는 분쟁해결제도는 투자협정뿐만 아

니라, WTO등 여타조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가간 분쟁이므로 ISD와 다르다

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우리 정부의 행위에 대한 국제분쟁해결

제도의 심사라는 점에서는 본질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원판결 내지 헌재결정 또한 ISD의 대상이 되므로 

사법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등

도 ISD 제기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사법판단이 ISD의 대상

이 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법판단이 ISD 대상이 된 사례는 지금까지 7건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2건만이 인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용된 사례도 살펴보면,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을 한 사례나, 외국인 투자자 보호

를 거부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분쟁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기는 대단히 어려

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는 국가 간의 협정으로, 행정부는 물론 체약당사국 전체기관

이 협정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사법부 및 입법부의 행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원칙입니다.

또한 “중재판정이 정부의 조치 또는 국내법을 무력화 시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배상에 국한되어있

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1.26조에 그러한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오히려 WTO 분쟁패널의 결정은 당해 조치의 철회 및 개정까

지 가능한데 비하여 중재 판정이 해당 조치나 국내법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ISD로 공공정책의 자율권이 훼손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한-미 FTA상 ISD 제기요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모든 조치에 대해서 ISD를 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의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예외를 설정하

거나, 개별, 분야별 정책권한을 확보하거나, 현재 또는 미래 유보를 

통하여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는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오시면서 탁자에 배포한 이 책자의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보시면, 한-미 FTA협정상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확보된 부



분을 명시하고 있고, 이번 수요일, 금요일의 추가 브리핑을 통하여 보

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재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것인데, 한-미 FTA상 중재

판정부 구성은 분쟁당사자가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양측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을 지명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ICSID 사무총장이 제

3국인을 지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ICSID는 절차만 제공하고 중재판정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

문에 공정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ICSID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신희택 교수님도 

한 언론인터뷰에서 언급했다시피, ‘중재인에 대한 기피, 제척이 가능

하고, 중재심리와 판정 등이 공개되므로 중재인이 특정국가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NAFTA ISD사례 중에 ICSID로 와서 최종 판결이 났던 사

례 13건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중재인의 임명과 판정의 편파성은 무관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즉, 중재인을 임명한 사례가 총 4건이 있었는데, 미국한테 유리한 판

정이 2건, 불리한 판정이 2건, 중재인을 합의한 사례 9건은 미국한테 

유리한 것이 6건, 불리한 판정이 3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넷째, ‘간접수용 보상은 한국의 사법질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

장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나 판례에서는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을 인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산권 제한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 제23조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간접수용 보상범위가 헌법이 정한 범

위보다 넓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미 FTA는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범위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미 FTA도 수용의 보상범위가 되는 재산권 범위에서 미국법상

의 재산상 이익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재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기대이익 등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고, 한-미 FTA도 투자의 

정의에서 기대이익 자체는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가격안정화규제 이외의 부동산정책도 ISD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간접수용의 예외에 부동산정책을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

다만, 부속서 11-나, 소위 수용부속서에 예외사유로 열거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는 정당한 공공복지목적의 예시입니다.

이것은 이 4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한과 규제, 그린

벨트지정 등도 공공목적을 위하여 비차별적으로 집행되는 경우 간접

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섯째, ISD 중재로 갈 때 당사국의 사전 동의 규정에 대한 논란

이 있었습니다.

사전 동의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

전 동의 조항은 투자협정의 핵심적 규정입니다.

만일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재로 갈 수 있다면, ISD제도

의 근본적인 취지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ISD가 포함된 우리의 기체결·발효 중인 조약 87개 중에 

70개, 즉 6개 FTA와 양자간 BIT 64개에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동의 조항은 상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

이 ISD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도 당연히 응해야만 하는 제도

입니다.

분쟁해결절차가 도입되면 분쟁을 제기하거나 중재청구 자체를 막

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당한 비차별적 정책조치에 

대해서는 ISD 제기근거가 없으므로, 중재에 소요되는 기간, 약 2~3년

의 기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ISD에 회부하는 

식의 남소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투자협정과 FTA를 비교해서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보다 FTA상 ISD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FTA가 양자간 

투자보장 협정보다 투자자보호범위가 넓고, ISD 가능성이 높다고 단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ISD로 가기 위해서는 협정상 의무위반을 실체적 요건으

로 하고 있는데, FTA와 BIT의 협정상 의무범위가 다르지 않기 때문



입니다.

즉,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나 수용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의

무들은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나 다 공히 포함되어

있는 규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ISD에서 비위반 제소를 허용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 내용을 혼돈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미 FTA협정상 비위반 제소는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만 적용

되는 것이지, 투자자 등 일반 기업이나 개인은 활용할 수 없도록 되

어있습니다.

끝으로, 괴담수준의 ISD사례, 케이스에 대한 왜곡된 주장들이 유포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몇 가지 괴담사례를 대표적으로 지적하겠습

니다.

첫째, 볼리비아에서 미국회사인 벡텔이 FTA를 통하여 정부를 상

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고 볼리비아 경찰이 빗물 통까지 수거해갔다는 

괴담사례입니다.

이것은 미국 벡텔사 대 볼리비아간의 케이스로 한동안 많이 회자

된 대표적인 괴담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미국은 볼리비아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의 

요체는 볼리비아 정부가 소위, 물관리법(Water Law)을 제정을 해서 

지하수와 빗물까지 포괄하는 수자원의 사적이용을 국가가 규제를 함

으로써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위가 발생되니까 

볼리비아 정부가 벡텔사와 합의했던 계약을 파기를 했고, 이에 대해

서 벡텔사가 투자협정위반을 이유로 중재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 사

건은 분쟁 당사자간 합의로 중재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한-미 FTA의 경우에는 수도 등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유보

를 하고 있기 때문에 ISD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담 사례 두 번째입니다.

워낙 많이 언급된 사례로서 미국의 RDC(Railroad Development

Corporation)와 과테말라간의 사건입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건 결론에 대한 

판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만, 사건의 본질은 불법 거주자에 대한 문

제라기보다는 미국 철도운영사와 과테말라 정부간의 철도운영권에 대

한 다툼입니다.

과테말라 정부가 불법적으로 철로를 점거한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

고, 투자자에게 약속을 했던 신탁기금에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

자자가 과테말라 정부를 상대로 중재에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괴담사례 세 번째입니다.

유명한 메탈클래드(Metalclad)사건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정당한 

환경정책도 ISD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NAFTA사건 중 유일하게 간접 수용이 인정된 사례입니

다. 멕시코 국내법상 유해폐기물 시설운영권한이 없는 시정부의 허가

거부 및 이후 주정부의 생태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투자가치가 전

면적으로 박탈이 되어 간접 수용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 조치가 명백히 자의적이고 부당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한 극

히 예외적인 경우로 간접 수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우에는 한-미 FTA에서 보건, 안전, 환경 정책 및 

부동산 정책 등 공공정책은 간접수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는 시사점은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

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

다.

괴담사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건강보험제도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기한 케이스로 센츄리온(Centurion) 대 캐나다 정부 간의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만, 캐나다 내에 외과수술

시설을 설립, 즉,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규제조치에 

대한 분쟁이 내용의 요체입니다.

즉, 공적 건강보험이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NAFTA에서 우리와는 달리 보건의료 서비스를 유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과 괴담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이만 말씀드리고, 그동안 외교통상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연관된 설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보

도자료와 설명자료, 보도 반박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모두발언 내용과 참고자료 내용은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이후 두 달 동안 정부에서 ISD 관련되어서 배포

한 보도자료는 약 20건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간 ISD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국민들의 ISD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분쟁 예방과 대응능력 제

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지금 사법부의 판사들, 100여명 이상

의 판사들이 청원을 하겠다고 건의하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지난번 브리핑 때도 유사한 질문이 있

었습니다만,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사의 개인

적인 의견과 그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들의 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법부라고 하는 기관 안에서 어떤 특정 의견이 표명되었을 때 

그것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메커니즘이 내부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하

고 있습니다.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어쨌든 사법부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 우려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런, 저런 

토론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이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에도 그러하지만, 사법적, 법률에 대한 해석

권을 갖고 있는 사법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을 봐도 그동안 제기



되어 왔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불식, 공감의 마련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효를 서두르기보다는 제기되어 있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

서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을 확보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것이 필

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아까 법률의 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다

고 말씀하셨는데, FTA 협정문은 조약이며, 조약에 대한 해석은 국가

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특정판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기했던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협상하는 과정과 그 이후, 서명한 이후에도 수 없이 많은 

토론을 거쳤던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수렴들이 이루어졌던 사항

들이고, 이미 양국 국회에 비준동의절차가 다 완료되고, 양국 행정부

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서명을 다 마친 상황에서 또 다시 재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그동안 김종훈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최 대표님도 그러시고 지금 ISD 관련해서 발효 3개월 내에 서비스투

자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논의의 범위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고, 절차적인 투명성을 보

다 강화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

니까? 어느 부분이 바뀔 수 있고, 강화될 수 있는지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기자님 질문을 받으니까 애를 낳기 전

에 어떤 옷을 살까, 어느 학교를 보낼까, 이런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발효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발효가 되면, 두 가지의 

기구가 생기게 됩니다. 3개월 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가 생기고, FTA

협정 전체에 대한 운영사항을 관리하는 공동위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제도 장치를 통해서 당사국이 제기하는 어떠한 이슈도 논의할 

수 있고요. 다만, ISD 관련, 어떤 내용의 논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는 아직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입니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서 상대편에게 전달하기 전에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정부 안에도 있을 것이고, 다

른 어떤 제3자 의견도 접수해서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가는 논의의 절차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정이 발효도 되기 전에 추후 논의할 내용

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헌법재판관 후보

자, 대법관 후보자가 동시에 ISD 문제점, 위헌소지, 사법주권 침해, 이

렇게 지적했는데 이런 발언 하신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그런데 그 분이 대법관 자격으로 발언

하신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

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법권 침해라고 하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가 없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사법권 침해에 대한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법권 침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것이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신지, 아니면 대법관의 자격으로 하신 

의견이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매일경제 이재철 기자) 좀 전에 얘기하신 내부의견수렴절차 

부분에 대해서 제3의 기관이라던지 단기간에 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

는 문제이기도 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인지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개

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법무부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인가요? 법무부에서 교육 자료를 냈던 것에 대해 얼마 전, 최근에 언

론에 제기되었고, 거기에 대해 법무부가 해명했는데요.

법무부 해명이 나왔지만, 어째 좀 궁색하다는 반응들이 좀 많았습

니다. 작년에 법무부에서 쭉 우려하는 바들을 많이 제시했고, 언론에

서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작년과 올해의 태도 변화, 또는 그 작년 교육을 하면서 우려했던 

것에 대해서 올해는 교육 자료이고, 사실은 별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괴리에 대해서 납득을 좀 시켜주십시오.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입니다.

법무부가 작년과 올해 입장을 달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법무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ISD로 제소를 당했을 경우에, 거기의 

대응을 우리가 담당하기 때문에 ISD 제소라는 것도 일종의 소송과 비

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당할 위험이 꼭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러이러한 케이스도 있었

고, 이런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는 취지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

다.

만약, 우리가 ISD의 제소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해서 교육을 전혀 

안하면, 가능성이 전혀 0%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하면 그것도 문

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대비는 아무리 많

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대비

를 한다는 것이지, 바로 ISD의 위험성을 인정했다거나 ISD로 인해서 

제소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그렇죠?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소송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송을 우리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 내용이 터무니없더라도 소송하는 것은 하는 사람의 자유이기 때

문에, ISD 제소도 제소 내용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제소라고 하더라

도 제소하는 것은 자체를 우리가 막거나, 그 자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그 우려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고, 그리고 제 기억에 법무부 교육 자료에는 제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중앙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 등도 제

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투자자 소송의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비책들이 법무

부가 판단할 때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그것이 잘 반영되어있습

니까?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아까 최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처럼, 정당한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조항을 넣고, 우리들이 굉장히 

부당한 정책을 펴지 않고, 정상적인 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

가 없도록 잘 준비가 되어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질문>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하여튼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수 

답변들이 진행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당한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두

고 얼마나 많은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간접수용이라는 

것 까지도 끼어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해석의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제기해서 교육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어쨌든 법무부의 그런 교육내용에 기초해 봐도 

ISD로 인해서 제기될 수 있는 공공정책,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자들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후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걱

정,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하거나 걱정해볼만한 사안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충분히 해소 되어있다는 것은 현재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 같고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그것은 상당히 형식논리적인 우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

우에는 사실은 제소당할 이유가 거의 없죠. 그러나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제소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죠. ISD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에 대한 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형식논리라고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아주 

희박한 사항에 대하여 그 가능성 자체를 100%를 부인할 수 없기 때

문에 ‘있다’라는 논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접수용에 대한 법

리와 관련 협정문의 수용 부속서에 보시면 3가지 요건이 ‘and´로 충



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충족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특

히,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자한테 ‘특별한 희생을 

강요했느냐’는 요건 충족과 함께 ‘명백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했

느냐’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보건, 안전, 환경, 부

동산 정책 등 기타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는 제소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해서 제소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을 하는 것이죠.

예전 어느 토론 기회 때 우려하는 공공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무도 답변을 못하셨어

요. 지금 ‘의료보건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전을 받

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협정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

지 않습니다.

<질문> (매일경제 이재철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반대로, 반대

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미간이나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 중인 사안

에서 가령 호주와의 FTA라든지 거기에서 가령, 우리가 요구하는 우

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한 ISD가 상대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호주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협상을 

결렬시킬 수 있는 정도의 요소가 되나요?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ISD는 한-호주 FTA를 추진하는 첫 단

계에서부터 우리의 요구사항에 가장 높은 priority중 하나였고요. 여

전히 한국은 ISD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한-호

주 간에 투자교류(flow)를 보면 우리의 대호주투자가 한 3.5배 정도 



호주의 대한국 투자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ISD 규

정이 한-호주 FTA의 포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MBC 이해인 기자) 비슷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간단

하게 한-EU FTA에는 ISD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한-EU FTA의 협정을 보시면 27개 회

원국도 당사자이고,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당사자

입니다. 그런데 EU집행위 자체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

다.

한-EU FTA에서 ISD 규정을 포함한다고 해서 EU 집행위 자체가 

이것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EU FTA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국가 간에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 언급·규정되어있는 ISD로 

대체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질문> (MBC 이해인 기자) 한-미에서의 ISD 문제를 말씀하신대로 우

리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면에서 보면 형평

성의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ISD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과, 미국에

게 적용되는 게 다른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전혀 없습니다. 양측간에 동등하게 적

용이 됩니다.

<질문> (MBC 이해인 기자)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아까 ‘국회의 요

청이 있을 경우에 3개월 내에 ISD 관련된 재협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직 절차가 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대표님이 말

씀하셨는데,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재협상’을 하시겠다는 발언하셨는



데, 통상교섭본부에서 만약에 ISD 관련된 재협상을 한다면, 부족한 부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통상교섭본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

까?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가상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즉답은 

제가 피하겠고요. 일단, 대통령님께서 협정 발효 후,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유효한 

것이고, 아직 국회에서 구체적인 요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떤 내용을 어떻게 논의하겠느냐 하신 관련,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

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질문> (MBC 이해인 기자) 혹시나 통상교섭본부는 ISD조항에 있어

서 특별히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정부의 입장은 통상교섭본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FTA협정 체결뿐만 아니라 개정이나 여러 

가지 논의할 때도 정부 내에 확립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나, 어떤 제3자의 의견접수나 이런 것을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통상교섭본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

은 적절치 않습니다.

<질문> (MBC 이해인 기자) 앞에 주어를 그러면 정부라고 바꾸어서 

여쭤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정부내 협의를 앞으로 해봐야 되겠습

니다.

<질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한국 정부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국

내투자자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는 것인데, 외국인투자자는 한번 더 

다툴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권한 자체가.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그것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우선 박장우 과장이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미국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 법원에도 가능하고, 법원에서 했는데 지면 중재재판소에서도 가

능하다, 2번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 데 그렇지 않

습니다. 미국투자자가 한국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할 

경우에 한국법원이나 또는 국제중재 중 한군데만 선택할 수 있고, 그 

한군데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는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

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제가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인

트는 소위 말해서 포크인더로드(fork-in-the-road)라고 해서 미국투자

자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법원에 일단 제소를 하게 되면 ISD를 원용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한국투자자는 미국에 가서 법

원소송을 제기해 놨다가 ISD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이 협정에 규정되

어 있습니다. 부속서 11-마로 기억하고 있는 데요. 부속서에 보면 한

국투자자한테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협정상 부여되어있습니

다.

<질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가령 한

국판사들이 막무가내 남소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한국판사들이 부당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가

지고 국제재판을 한번 더 다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법주권 침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사법주권 침해는 2가지 측면에서 나오



는 게, 하나는 국내에서 벌어진 일을 왜 국내재판을 받지 않고 국제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사법주권침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판결에 대해서 국제

중재를 할 수 있다는 2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투자자가 자기가 본 손해

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국내재판을 다 받고 거기에 승복을 안해서 국

제중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중에 하나만, 국제중재

재판소에서 중재하거나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둘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하나를 선택한 이상은 다른 쪽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ISD대상

에 사법부 판결도 포함된다, 이말을 어떻게...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법원에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투자자가 우리 법원에 한국정부에 정

책이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법원의 사안에 대해

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그 판결이 부당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하다고 해서 판결 자체를 제소를 할 

경우에 판결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까 말한 것

처럼 국내법원에서 소송했다가 안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국제중재

로 갈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판결이 ISD대상이 된 것 중에 

아까 대표님께서 2가지 사례가 인용된 것이 있다고 하는 데, 예를 들

어서 키르키즈스탄에서 발생한 것인데, 외국인투자자가 키르키즈스탄

에 투자를 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데 그 과정에서 침해를 입어서 재산

을 압류합니다.



그런데 키르키즈스탄 법원에서 압류를 정지시킵니다. 압류 못하게 

한 사이에 정부에서 재산을 다 3자 명의로 다 빼돌려요. 그러니까 투

자자는 압류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데 법원에서 부당하게 압

류정지를 시키고 그 사이에 정부가 재산을 다 빼돌리니까 법원의 압

류정지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한국에

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꼭 외국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내에서 정당한 압류를 했는데 정부에

서 아무런 근거 없이 압류를 풀어서 재산을 다 빼돌렸으면 그것은 국

내법적으로 당연히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도저히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

고, 완전히 초법률적인 행위인 경우에만 사법판단이라 하더라도 ISD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가령 자기

네 본국에서 이사회를 열 때 한국 투자에서 한국 정책으로 인해서 회

사에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 손해를 입었을 때 이사회나 주주 앞에

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퉜는데도 이 결정이 났다를 보여주기 위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국제중재재판을 또 걸 수 있는 절차가 있

다는 겁니까?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가서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던 간에.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한국에서 법원에서 일단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두 가지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ISD를 동시에 걸 수 없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사법판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고 생각이 들면, 투자자가 이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ISD를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는 대단히 희박합니다. 알

려진 케이스 2건으로서 요르단과 키르키즈스탄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

도 투자유치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대단히 부당한 사법부의 절차상 

엄청난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

생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판

단착오가 있을 수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투자자가 자기가 손

해를 입었다고 해서 국내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국내법원에서 

투자자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고 칩시다. 투자자가 입은 손

해가 법원의 기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손해는 다른 일로 

입고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건데 그

것을 기각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상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는 그전에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 또는 그전의 판결이 굉장히 

부당한 판결, 이런 것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부당한 판결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국제중재로 간다는 것이지, 내가 손해

를 입은 것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안받아들여졌다,

그것에 대해서 국제중재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무조건 모든 판결이 국제중재로 간다는 것이 아닙

니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수요일에는 한-미 FTA협정상 공공정책에 대한 자율성과 관련된 규정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정책과 관련된 예외규정과 정부의 

재량규정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최대한 말씀드려보고 

더 필요하면 금요일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끝>



FTA교섭대표 브리핑
(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공정책 자율권, 네거티브방식, 래쳇, 미래MFN” 분야 

2011.12.7(수) 14:00, 최석영 FTA교섭대표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입니다. 네 번째 이슈별 브리핑을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 이슈는 그동안 여러 차례 브리핑도 하고, 인터뷰 때도 말씀드

리고, 끝장토론 때도 말씀드리고 보도자료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

각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네거티브 리스트” 서비

스시장 개방방식, “래칫(ratchet)”이라고 하는 자유화 역진방지 메커니

즘, “미래 최혜국대우(MFN)”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이 훼손

되거나 무력화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의 자율권이 충분히 확

보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오늘 모두말씀이 끝나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협정문의 기본적인 구조를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

습니다. 우선 FTA 협정문은 서문과 협정본문, 2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와 부록, 그리고 서한교환으로 구성됩니다.

“협정 본문”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분쟁해결 등 



분야별로 24개 챕터로 구성되고, 분야별 협정상 권리와 의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서” 부분은 양허안이나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이 해당되고,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 등 본문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현재 한-미 FTA상 부속서Ⅰ은 현재유보, 부속서 Ⅱ는 미래유보,

부속서 Ⅲ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유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유보, 미래유보의 내용과 유보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은 부속서를 구체화하고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여기까지는 모두 협정문의 일부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서한교환”은 양국간 합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국간 주고 받

은 문서로서 협정문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포함

되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한-미 FTA와 공공정책 자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이 하늘색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투자자-국

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외교부에

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료 제43쪽을 봐주십시오.

일각에서는 ISD, 네거티브 리스트, 래칫, 미래최혜국 대우로 인하

여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첫째, 협정상의 가장 강력한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조치는 협정의 

적용 배제조항입니다. 공공퇴직제도, 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

은 법정 사회보장제도, 중앙은행 및 통화당국의 금융서비스, 예금보험

공사나 수출입은행 등 8대 국책금융기관, 그리고 정부제공 공공서비

스, 보조금 등이 모두 한-미 FTA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의 어떠한 내용도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정책 자율권 보장조치는 예외조항입니다.

먼저 일반적 예외로서 공중도덕 보호, 생명·건강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 등의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고, 상

품분야에서는 WTO 상품협정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서비스분

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가 그대로 적

용되게 됩니다.

또한,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협정의 예외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안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당사국이 자

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그 자체는 ISD

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 외에 비차별적인 과세조치 일반, 금융건전성 조치 일반, 그리고 

우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단기세이프가드조치는 한·미 FTA 협정의 

예외입니다. 투자챕터에서 간접 수용의 법리를 보다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환경, 보건, 안전 및 부동산 정책 등 공공정책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별 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권한도 그대로 확보하고 있

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조달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 구매, 중소기업 우대



조치 등이 있으며, 금융부문에서는 대출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의무 유

지, 예금대출의 권한 등을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독점을 지정하거나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권한과 

공공요금 규제권한은 그대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국제법상의 “유보(reservation)”라고 하는 것은 조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의 자유화 방식은 크게 WTO 서비스협정(GATS)과 같은 포

지티브(Positive)방식과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식의 네거

티브(Negative) 방식,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 즉 

포지티브 방식은 개방을 허용하는 분야를 열거하는 반면에, 후자는 

모든 서비스 자유화를 전제로 하고, 협정상 의무사항과 합치되지 않

는 비합치조치를 기재하게 됩니다. 즉, 포지티브 방식 하에서는 “양허

“ 네거티브 방식에서는 “유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상 제11장의 투자챕터, 제12장의 국경간 서비스

무역챕터에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규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보의 대상이 되는 의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무의 범위

를 보면, 투자챕터의 경우에는 내국민대우(NT), 최혜국 대우(MFN),

이행요건(PR), 고위경영진과 이사회(SMBD)에 관한 의무, 이 네 가지

가 유보 대상 의무로 지정되어 있고, 서비스챕터의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NT), 최혜국 대우(MFN), 시장접근(MA), 현지주재(LP) 의무 등 

네 가지 의무가 유보대상이 되는 의무입니다.



참고로 서비스챕터와 투자챕터 간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4가지의 다른 방식

이 있습니다.

첫째, 모드(Mode) 1은 국경간 공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

넷을 통한 서비스 등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말합니

다.

둘째, 모드(Mode) 2는 해외소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유

학, 관광, 해외진료 등 소비자가 해외로 가서 서비스를 향유 받는, 그

래서 소비자가 이동하는 서비스를 모드(Mode) 2라고 합니다.

셋째, 모드(Mode) 3은 상업적 주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이 한국에 와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립해서 그 설립된 

현지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모드(Mode) 3라고 합니

다.

넷째, 모드(Mode) 4는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서비스공급을 의미합

니다. 예를 들어 외국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자기의 노동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네 번째 형태의 서비스공급이라고 합니

다.

NAFTA 방식의 경우에는 서비스챕터에서는 모드(Mode) 1, 2, 4를 

규율하고 있고, 모드(Mode) 3과 비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 챕터

에서 규율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겠습니다만, 협정문의 

기본구조를 아시게 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

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미 FTA상의 유보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부속서Ⅰ, 현재유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정상의 의무와 충돌이 되지만, 허용되는 조치들을 부속서 I에 나

열했습니다. 이 목록은 한-미 FTA에서 모두 47개 분야를 기재하고 있

습니다.

현재유보에는 유보된 분야와 관련된 의무, 즉 해당법과 규정 등의 

조치와 유보 내용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

배포한 자료의 47쪽과 48쪽에 리스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현재유보는 자유화 역진방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래칫(ratchet, 자

유화역진방지조항)은 역진방지를 하는 톱니바퀴를 의미합니다.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

가 된 규제조치는 후퇴를 하지 못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Ⅱ입니다.

부속서Ⅱ는 미래유보라고 하고, 향후 미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

이 있거나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입

니다.

아까 부속서Ⅰ을 말씀드릴 때는 특정한 조치라고 말씀드렸고, 부

속서Ⅱ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서

Ⅱ에 해당되는 분야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미래유보는 대부분이 “대한민국은 어떤 서비스에 대하여 어떤 조

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식으로 매우 포괄적입니

다.

그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

자, 공기업 민영화 등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교육·사회

서비스 전반, 전기·가스 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방송 등 시청각 

분야, 법률·회계·세무의 단계적 개방을 포함하고 있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 철도·해운·육상·여객 및 화물서비스 분야, 내륙주운 등 운송 분

야, 농·축산물 유통 서비스, 취약집단, 문화관련 사항 등 모두 44개 공

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한 미래유보를 포괄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과 경제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포괄적인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분야별 유보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설명책자의 47쪽에서 

51쪽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들에서는 부속서Ⅲ에서 별도의 유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4중, 5중의 여러 겹에 걸쳐서 공공정책의 자

율권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투자 분야의 다양한 오해와 진실에 대

한 논쟁이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투자유보 분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네거티브 방식



이나 자유화 역진방지 조항, 미래 MFN,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오

해가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오해들이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시장의 개방방식과 관련해서 “네거티브 방식은 정부

의 규제권한을 상실하기 때문에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

리고 포지티브 방식이 규제 권한 확보에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

고 있습니다만, 결국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방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개방하고자 하는 범위와 수준에 관한 것이 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네거티브 방식을 택한 한-미 FTA와 포지티브 방식을 택한 한

-EU FTA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개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국내기업과 외국 투자기업과 차별

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무런 규제

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우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

환경, 토지, 노동 등 제반 국내법령에 따른 규제조치는 모두 그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래칫조항, 자유화 역진방지 조항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만,

래칫조항은 규제의 자율권을 봉쇄하여 주권을 침해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래칫이라고 함은 부속서Ⅰ에 해당되는 조치에 대하여 정부가 

자율적으로 추가개방을 한 부분만큼 후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화 역진방지 조항은 그 적용대상이 서비스·투자분

야의 현재유보에 명시되어 있는 목록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상영역

이 대단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즉, 래칫조항은 규제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서비스·투자의 점진적 

자유화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등에서도 채택한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경제정책 운용 과

정에서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통하여 포괄적인 

정책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래유보는 래칫이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규제조치를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습니

다.

또 일각에서는 “쌀이 개방되거나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환원이 불가하다”는 식의 괴담이 나돌고 있습니다. 래칫은 서비스·투

자분야 중에서도 현재유보에만 적용이 되고, 상품분야와는 전혀 관계

가 없습니다.

셋째, 미래 MFN 즉, 미래 최혜국대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오해

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미래 최혜국대우“는 예를 들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

국이 제3국과 다른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상 내용이 한-미 FTA 협

정 내용보다 유리한 혜택을 제3국한테 부여하는 경우에 한-미 FTA의 

당사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추가로 부여하는 유리한 혜택을 자동적으

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최혜국 대우(MFN) 조항과 비교해서 그 시점을 

한-미 FTA 발효 이후 체결한 협정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MFN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다음, 미래 MFN의 경우에도 미래유보에서 항공, 수산, 해상사안,

위성방송, 철도,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등은 MFN 부여를 배제하고 있

습니다.

미래 MFN를 부여하는 경우에 서비스강국인 미국과 EU가 서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EU FTA와 한-미 FTA는 각각 이미 

상대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EU에 양허한 서

비스는 미국에 미래 최혜국 대우를 적용할 이유가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어제 ‘공공정책에 단서조항이 많아서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을 했습니다만, 오

늘은 간접수용 및 사회보험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

고, 나머지 이슈는 이번 금요일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브리핑을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접수용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간접수용의 예외를 인정하

면서도 그 예외에 또 예외를 두고 있어서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일 경우에는 정부가 미국투자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의 예외



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정 부속서 11-나입니다.

또한 예외에 규정된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목록은 한정적 목록

이 아니고 예시적 목록이기 때문에, 공공복지 정책이라고 함은 광범

위한 정부의 정책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

다.

둘째, 다만 행위의 목적과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

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 이런 경우는 특히 비례성이 극단적으

로 훼손된 예외적인 경우로서 그 효과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써 간접수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보상이 수반된다고 하

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보상은 내국인에게

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미 FTA 제13장 금융서비스챕터입니다. 13장을 보면, “사회보험

은 13장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사회보험이 민간과 경쟁하는 영역에서

는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규정 되어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관계를 오도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한-미 

FTA 금융챕터는 공적 퇴직연금제도 및 법정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챕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협정 제13.1조의 

제3항입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과 경쟁하여 수행하도

록 허용된 한도에서 금융챕터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가 우리 제도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즉, 현재 국내 법정사회보장제도는 의무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단서와 같이 민간과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챕터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무적

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현재 민간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민간과 경쟁구도가 있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도라고 하겠습니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 금융건전성, 금융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이번 금요일 브리핑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서비스투자분야, 특히 유보분야, 그리고 오해와 진실과 관련

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소 기술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습

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사항 외에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와 보도해명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브리핑은 공공정책 전반에 대한 총론에 해당되는 것

이고, 금요일에는 일종의 각론으로 공공요금분야, 방송분야, 방송분야

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분야도 다른 일반 국경간 서비스 분야

와 다르기 때문에, 금융분야에 대해서도 소관부처 전문가들 임석 하

에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월요일에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망에 올린 글이 아직도 계속 뜨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개정여지가 있

다는 최종판단으로 개정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갖게 되면, 행정부나 

사법부에 이를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연구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법원 내부 망에 올라가 있는 의견 또는 입장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관련된 

내용이 의도하지 않게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로서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해를 한 바로는, 동 부장판사가 한-미 FTA

제24.2조 개정조항을 들어서 지금 법관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적기라는 논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들었

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약의 일반원칙이나 한-미 FTA 협정의 내용

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발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발효 전의 개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

습니다.

국내법도 공포되고 발효되어 실정법이 된 이후에야 국내법 개정절

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협정 제

24.5조 발효조항과 제24.2조 개정조항을 보더라도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요건과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양국이 교환

“한 이후에 협정이 발효되거나, 협정 발효 후 개정되는 사항이 발효

되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적 요건과 절차

“에는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반영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이고, 비준동의

권은 입법부에 부여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과 발

효에 대한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분야는 이해가 대단히 많이 되셔서 질문이 적으신가 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각론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언론매체를 통해 금융 분야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브리핑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끝>



FTA교섭대표 브리핑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공정책 자율성: 금융, 공공요금, 방송 및 기타 공공분야” 

2011.12.9(금) 14:00, 최석영 FTA교섭대표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입니다. 다섯 번째 이슈별 브리핑을 시

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미 FTA는 우리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

이 충분히 확보되어있다는 말씀을 총론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론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별 이슈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말씀이 끝나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관계부처 국 과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헌석 국제협

력관이 자리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 김희천 국제금융협력과장이 자리

를 함께 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최형기 전력산업과장, 최규종 전력진흥

과장,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영수 광역도시철도과장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융서비스부터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공공요금, 그 후 방송

서비스와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서비스 관련사항입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우리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금융시장이 무분별하게 개방된다는 괴담에 대해서도 우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금융서비스 추가 

개방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1996년 OECD 가입,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 

등을 거치면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미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

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여 장기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FTA 발효 후 금융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미 양국

간 금융 당국, 즉 우리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미

국 측에서는 재무부, 무역대표부 간에 협력의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

다. 부속서 13-다에 따라서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한-

미 FTA의 이행 및 금융서비스관련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다음, 한-미 FTA상 규정된 금융분야의 정책자율권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요일에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13.1조 3항 가호에 따

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와 공공 퇴직제도는 적

용배제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13.1조 제3항 나호에 따라서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 제13장 서한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출입

은행 등 8대 국책금융기관은 금융챕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금융분야의 예외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금융기관의 건

전성 제고, 금융서비스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건전성 조치가 가능

하도록 제13.10조 제1항에 안전장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비차별적 통화, 신용, 환율 정책은 제2항에 따라 협정의 예외가 됩

니다. 또 부속서 11-사에 따라서 우리 외국환거래법 상의 금융세이프

가드 조치 발동권한을 확보하여,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

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분야의 다양한 유보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카슈랑스 판매방법 제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은행 

지분보유제한, 농·수협 등 5대 금융국책기관(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보

증, 손실보전, 조세면제 등 특별대우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확

보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록 Ⅲ-가에서는 우리 국내법상 금융회사의 중소기

업 대출 의무, 예·대출 이자율 규제권한 등이 한-미 FTA와 상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이나 일부 매체에서 떠돌고 있는 오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성 조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13.10조제1항의 제2문(두 번째 문장)에 보면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건전성 정책 재량권이 무력화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건전성 정책은 신용확대, 유동성, 금융기관간 연관성, 자본유출입 

등 금융시스템 전반 및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증진하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한-미 FTA는 이런 건전성 정책권한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3.10조제1항의 해당되는 문장은 ‘남용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건

전성 정책 재량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및 학계에서도 이것이 “신의 성실”의 의

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남용 방지” 조항이라는 해석

을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 관련 문서번호는 S/C/W/312번입니다.

또한, G20,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에서

도 각종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

다. 정당한 건전성 조치를 취할 권한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추후 

새로운 건전성규제를 도입할 권리도 전혀 저해되지 않음을 말씀드립

니다.

그 다음 금융세이프가드에 대한 오해입니다.

“금융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각종 발동요건으로 인하여 세이프

가드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한-미 FTA상의 요건들은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법(제6조) 및 국제통화기금(IMF), WTO 서비스협정(GATS) 협정문 상

의 의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한-EU FTA 등 우리의 기체결 FTA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서 한-미 FTA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대한 사실 관계와 오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기·가스·수도·철도 등 공공요금이 

급등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괴담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지정독점의 ‘상업적 고려 의무조항’으로 인하여 공

공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공공요금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재량권은 한-미 FTA에서 충

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협정문 제16.2조 제1항 나호에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

자원공사, 코레일 등 지정독점을 하는 경우 민간기업처럼 상업적 고

려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후단 및 제16장 각주 3에 따라서 정부가 독점으

로 지정한 조건(요금, 사업구역 지정 등)을 따르는 경우에는 상업적 

고려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예외규정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

다.

이런 지정조건에 대해서도 비차별적인 대우 및 비독점시장 내 경

쟁저해 행위 금지 등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

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공공서비스가 정부가 정한 요금으로 공

급될 수 있도록 명확히 재량권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의 공공정책 자

율권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오해와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공기업의 민영화 빗장이 풀린다”는 주장

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미 FTA

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어떠한 약속도 한 바 없으며, 한-미 

FTA로 인하여 기존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이 폐지되는 것도 아닙

니다.

한-미 FTA에서는 우리 국내법상 외국인소유 지분 제한 규제를 그

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력과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외국인소유지분은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최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외국인소유지분은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송전·배전·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인소유

지분은 50% 미만으로 허용되며,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

다. 이것은 부속서Ⅰ 현재유보 제 45번째 유보항목에 명시적으로 기

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30%를 초

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유보 46번째 항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외국인 지분 제한 이외에 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

에 대한 제반 규제 권한은 포괄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

래유보 부속서Ⅱ 14번째 및 15번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

를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협정 발효 후 2

년 이내에 1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핵심기간망을 보

유한 KT와 SK텔레콤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민영화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 정부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자산의 이전·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속서Ⅱ 미래유보 2번째 항목입니다.

그 다음 방송서비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성에 비추어 광범위한 분야를 미

래유보에 포함함으로써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

다.

먼저 매체간 교차소유 제한, 이사들의 국적제한, 국내신규제작 애

니메이션 편성·외주제작 콘텐츠 편성· 주시청시간대 쿼터 부과 등의 

편성쿼터 관련 조치 등을 유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래유보 22번째에 

기재되어 있고, 향후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예상되는 방송·통신 융

합 관련 가입자 기반 비디오 서비스(예: IPTV)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유보 23번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국 소비자에게 

국산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가 손쉽게 이용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할 경우에는 정부가 언제든지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

적으로 유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래유보 28번째 항목입니다.

이 밖에도 지상파방송채널을 재송신하거나 공익채널을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외국방송 재송신 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규

제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규제사항에 대한 정부의 권한 확보 내용, 즉 현재유

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 인·허가 제도, 방송쿼터 등

에 대하여 대체로 협상당시 국내 규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사업을 포함

한 방송사업의 인·허가는 내국민에게만 부여되고, 외국인이 대표자 또

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및 방송쿼터에 대해서도 

대체로 기존 규제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유보 44번째 항

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 PP)를 중심

으로 일부 개방된 사항이 있습니다. 즉, 일반 PP에 대한 직접 투자한

도는 기존대로 49%를 유지하되, 간접투자는 기존에 49%에서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3년 이내에 100%까지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이러한 간접투자 허용범위에서 보도·종합편성, 그리고 홈쇼핑 PP

는 제외시켰습니다.

방송쿼터 관련 지상파 방송쿼터는 기존대로 유지하였고, 케이블,

위성방송 및 PP의 국산 콘텐츠 편성의무를 영화 20%, 애니메이션 

30%로 하여 기존대비 각각 5%p씩 완화하였습니다.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의 1개국 쿼터는 기존 60%에서 8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런 규제완화에 따라 관련 산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양질의 방

송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고,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참여로 시청자들

은 방송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진출이 증가할 경우 국내 중소PP 또는 독립

제작사 등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



부는 이에 따른 보완대책을 이미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

립니다.

방송 서비스와 관련된 오해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시장이 

사실상 완전 개방되어 중소PP들은 존립의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매우 과장된 주장입니다.

정부는 PP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이미 마련 중에 있어,

한-미 FTA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경

쟁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으로는 방통위, 문화부 공동사업으로 2013년 완

공 예정인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방송프로그램 제

작지원, 공동제작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송통신·콘텐츠 전문교육강

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유보를 통하여 확보된 국산 신규제작 애니메이션 편

성, 외주제작 콘텐츠 편성, 국내물에 대한 제작비 요건, 주시청시간대 

쿼터제도 운영 등을 통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추가 보완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SD 제소 위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방송사업자들이 방송 공

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ISD 제소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미약하

고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12월 5일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ISD를 청구하는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 분야입니다. 기타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간

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FTA는 현재유보가 47개로서, 현재유보는 특정한 조치를 기

준으로 합니다. 미래유보가 44개 분야,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서 규정

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시간

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정문에 언급되어 있는 

유보분야를 몇 가지 큰 덩어리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문화 관련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로 인하여 스크린쿼터를 현행 73일로 유지

함으로써, 우리 영화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는 문화다양성 협약과 배치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수준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정책입니다.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최근 5년간 4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51.9%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작편수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8년 

108건에서, 2009년 118건, 2010년 140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

다.

국제적으로 스크린쿼터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

개국에 불과합니다. 73일 이상을 보장하는 국가도 스페인과 중국뿐입

니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과도 상충되지 않습

니다. 특히, 문화다양성 협약 제12조는 국제협력 증진을 규정하고 있

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정기간행물 관련해서도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유보를 하였습니다. 부속서II 미래유보 33번째 유보 항목입

니다. 신문을 제외한 여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현행 법령상 외국인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 지분소유 허용기준을 50%미만으로 유지하고 있

고, 미국 본사에서 편집된 내용의 경우에 한하여 국내의 지사, 지국이 

이를 인쇄, 배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서I 42번째 항

목입니다.

그 외에 문화재의 발굴, 감정, 매매 등 문화재의 보존, 복원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속서II 미래유

보 37번째 항목입니다.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매우 포괄적으로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보장 또는 관련 보험, 사회보장 또는 관련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보건, 교육 등 공공 목적을 위한 사회 서비스에 대해

서는 매우 광범위한 유보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속서II 미래유

보 7번째 유보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이미 첫 번째 브리핑에서 상세

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속서II 35번째 항목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가 된다,



약가가 급등한다, 의료비가 급등한다, 맹장수술비가 900만원 된다, 치

과치료에 100만원 이상이 든다, 의료보험체계가 붕괴된다”고 하는 근

거없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 아닙니다. 과장된 

말씀입니다.

한 가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된다”는 괴

담도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미 FTA 협상 이전인 2002년부터 관련법이 

제정되어 허용된 것이지, 한미 FTA를 통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의료 보건 분야에 대한 우

리 정부의 규제권한이 무력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

로 하는 현행 법정의료체계는 변함이 없으므로, 근거없는 주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교육서비스에 관한 정책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교육서비스 관련해서는 유아 초 중 고 교육에 관한 공교육 전반,

의료 보건 관련된 고등교육, 유아 초 중등 교원 양성 고등교육, 법학

전문대학원, 비학위 성인교육을 제외한 원격교육, 그리고 기타 교육서

비스에 대하여 정부의 포괄적인 권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속서II

미래유보 34번째 항목입니다.

환경서비스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음용수의 



처리,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위

생, 자연·경관 보호 서비스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부 권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속서II의 12번째 유보항목입니다.

그 다음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내버스, 시외 노선버스 등과 같은 정기 도로

여객운송 및 택시여객 육상운송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이 포괄적으로 

유보되어 있습니다. 부속서II 미래유보의 17번째 항목입니다.

국내 법령상 이미 대외 개방된 통근버스, 통학버스, 공항버스, 전

세버스,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은 우리 현행 규제 권한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습니다. 부속서I 현재 유보의 10번째 항목입니다.

도로화물 운송에 대한 정부 규제 관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고 있

습니다. 부속서II 18번째 항목입니다.

철도 운송에서는 향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에 대비하여 미래의 최

혜국 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권한을 확보하고, 현행 자유화 수준을 그

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내륙주운 및 우주운송서비스, 쌀 관련 저장·창고서비스, 국제

해상여객운송, 연안해운서비스 등과 관련해서는 대폭적인 권한을 유

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속서II 19번, 20번, 44번째 항목입니다.

그 다음, 기타 서비스, 마지막입니다.

법률, 회계, 세무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는 단계적인 개방을 하게 

되며, 그 이외의 권한은 포괄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속서II 미

래유보의 39번째, 40번째, 41번째 항목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쌀, 인삼, 홍삼에 대한 중개, 도·소매

에 관련된 포괄적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속서II의 16번째 항목

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등급판정 서비스,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권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속서II

의 30번째 및 31번째 항목임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약집단(부속서II의 다섯 번째 항목)에 대한 정책권한을 유보함

으로써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수 민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집단에 

대한 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토지취득 규제 권한 확보, 총포·도검·화약

류 분야에 대한 포괄유보, 부동산 서비스,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

스, 지적측량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등에 대한 권한도 포괄적으로 확

보되어있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드린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와 보도해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발언 내용과 나중에 질의응답 사항, 관련 참고자료는 웹사이트에 등

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

는 ‘한-미 FTA가 과연 불평등 조약인가’, ‘한-미 FTA 협정과 미국 국

내법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브리핑 때 우리가 배포해 드린 파란색 자료(‘투자



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시면 공

공정책에 대한 유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있음

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매일경제 이재철 기자) 다음주에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표되는 내용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

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금년 말까지 가급적 종료하

기로 3개국 간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아

직도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어떻게 정

리될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이른 상황입니다.

일단 3개국 정부 간에 다음주가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다음주 

회의에서 공동연구를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끝>



FTA교섭대표 브리핑
(한·미 FTA‘사실은 이렇습니다’)

“한‧미 FTA의 미국법, 한국법내 지위 및 불평등성 논란”분야 

2011.12.12(월) 14:00, 최석영 FTA교섭대표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

다. 3주 전부터 시작한 이슈별 브리핑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이슈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미 FTA 주요 이슈에 대한 오해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가 양국 내 법 체계에 적용되는 

방식과 효력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이슈를 

배경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헌법상에 규정된 의회와 행정부의 통상과 관련된 권

한이고, 두 번째는 이행법과 'SAA(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라고 하는 행정조치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법과 국내법

의 관계 및 국제법의 권리의무 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미국 헌법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헌법은 1787년 제정이 되었고, 배포된 미 헌법의 한글번역본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자료에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것

이 한글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문은 미국의 국립헌법센터(national

constitution center)에서 작성 ·배포된 것입니다.

먼저, 1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연방 의회가 통상 권한

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 2절 2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외교활동 영

역인 조약의 체결권한은 대통령 즉, 행정부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

다. 이것은 엄격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의 통상의 형태는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기술적이지도 않았으

며, 의회는 오히려 중요한 세원이었던 관세수입에 초점을 가지고 있

었습니다. 그러나 통상협정이 점차 기술적으로 복잡해지고 내용도 방

대해지면서 의회가 직접 교역상대국과 협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해서 의회는 헌법 상 부여받은 통상협상권한을 행

정부에 1934년 처음으로 위임했습니다. 그 이후 통상협상권의 위임은 

1974년 'Fast Track'이라는 절차로 이어졌고, 1994년 Fast Track이 종

료되었다가 2002년 무역촉진권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로 

부활한 바 있습니다. 물론, TPA는 2007년 6월 30일 또 다시 종료되었

습니다.

행정부는 의회가 위임한 권한 범위 안에서 통상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

상협상을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협정의 경우, 연방법인 이행법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행법의 기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국내법 중 통상협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별 조항별

로 이행법에 모두 담아서 개정을 한다. 둘째, 통상협정상 의무를 준수

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등 하위규정으로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행정명령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통상협정 내용과 합치되는 국내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급한 필요

가 없습니다. 즉, 이행법의 가장 큰 의의는 통상협정이 합치되도록 기

존 국내법을 수정하는 개정연방법입니다.

미 행정부가 이행법과 함께 미 의회에 제출하는 문제 중에는 SAA

즉, 행정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 행정조치 계획은 협정의 해석과 이

행에 관한 지침이 되며, 의회는 이행법 제101조에서 한-미 FTA 협정

문과 함께 승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행법 조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행정조치 계획은 그 어느 것보다 권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주권을 가지고 자국 내에서 국내 행위를 할 수 있

습니다. 그 행위는 국내법으로 규율을 받게 됩니다. 반면, 주권 국가

와 주권 국가 간의 약속은 국제법으로 규율됩니다.

고전적 의미에서 주권국가 간 약속인 국제법은 주로 수교, 동맹,

전쟁 등 기본적인 외교 분야에만 한정이 되었고, 국내법의 영역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국제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즉, 무력활동의 자제, 환경보전, 인권보호, 상호교

역증대 등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동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각국이 고유한 주권적 권리를 그대로 고수하는 상태에서는 어려

워지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의무부담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국제규범을 입법기관이 승인하면 바로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주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고, 또 다른 일부 국가

에서는 국제규범의 의무에 기속되면서도 국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

여 동일한 내용의 국내법, 즉 이행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차원에 있다고 보는 일원론적 

접근이고, 후자는 이원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조약에 

따라 국내법 질서로 수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의회의 인준만 받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는 조약, 즉 “self-executing treaty”가 있고, 별

도의 이행법률을 필요로 하는 조약, “non self-executing treaty”가 있

습니다.

한-미 FTA를 포함한 통상조약의 경우,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

다. 즉, 이행법의 두 번째 의의는 국제법인 통상협정을 국내법 체계에 

적용 ·발효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

은 효력을 가진다고 헌법 제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이

행법이 불필요합니다. 단, 조약과 국내법 간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제법상의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는 개별국가의 재량으

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주권존중뿐 아니라 개별국가들의 상이한 

헌법정신, 법률체계, 문화·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법적인 주체가 상

이하다는 점입니다. 국내법에서 권리의무 주체는 자연인이거나 법인

인 반면, 국제법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주권국가입니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누리는 권리의무의 일부를 반사적으로 

누릴 수 있을 뿐, 국제법상 완전한 주체는 아닙니다. 그 예외 중 하나

는 ISD이며, 이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12일, 미국 상하원을 통

과한 한-미 FTA 이행법의 내용 중 그동안 이견이 제기되어 왔던 조

항을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문의 영문과 비공식 한글번

역본을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미 FTA 이행법 제102조 (a)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을 두고 일부에서는 한-미 FTA가 미국 연방법보다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102조 (a)항의 제(1)목은 행정부의 협상 결과물이자 국제법인 통

상협정이 미 의회가 제정한 국내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이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개의 차원에 있었고, 한-미 FTA가 이

행법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국내법화한다는 미국 법체계 상의 인식

을 재확인하는 선언적 문구입니다.

한-미 FTA는 이행법을 통하여 국내에 적용되고, 발효된다는 의미

이지, 한-미 FTA가 연방법보다 밑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은 조 102조 (a)항의 제(2)목은 행정부는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부분에 있는 이 법에

서 특별하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용어로는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라고 하는 규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법에는 여러 한-미 FTA와 합치되도록 기존 미국법을 조항별

로 개정하고, 하위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여기서 나온 이 법에서 특별하게 제시한 것들에 해당됩니

다.

예를 들어서 이행법 제401조는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미국 관세법

을 개정하고 있고, 201조는 미국의 관세율을 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이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

지만, 이행법의 의의는 국제법을 국내법 질서에 적용·발효시키는 매개

체이자, 기존의 미국 국내법을 한-미 FTA에 합치하게 개정하는 법이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행정조치계획, 즉 SAA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의회

에서 승인받은 행정조치계획은 이행법에 관해 가장 권위있는 해석문

서입니다.

행정조치계획의 협정 일반규정 관련부분에 보시면, 102조(a)항에 

대한 해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은 연방법을 한-미 FTA에 

따라 포괄적으로 개정하기보다는 연방법상 필요한 변경은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시각을 반영한다, 이 행정조치계획은 미국

이 협정상 부담해야 할 새로운 국제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된다고 행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미국법과 협정을 준수할 지속

적인 권한과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의회로부터 입법조치를 구하거나 규정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 개정을 위한 정상적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다."

즉,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행정조치계획에서는 명확



히 확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조 (b)항입니다. 이 조항을 두고 한-미 FTA가 미국의 

주법보다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해석이자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조 (b)항의 제(1)목은 주법이 한-미 FTA와 불일치할 경우, 불일

치의 해결은 연방정부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연방법인 이행법에 따라 미국법이 한-미 FTA에 합치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미 FTA와 주법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미 연방법과 주법간의 충돌도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헌법 제6조에 따르면, 연방법은 최고의 법이며, 주법이 불일

치하는 경우 주법은 연방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 해결수단은 연방정부

에 의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법적 불일치해결은 

연방정부만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행정조치계획에도 협정 일반규정 관련 부분에서 이러한 설명을 뒷

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 "이행법안의 102조 (b)항

의 제(1)목은 주법, 또는 주법의 적용과 협정상에 해결되지 않은 충돌

이 있는 경우에 미국 연방정부만이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을 분명히 한다, 이 조항에서 미국에 부여된 권한은 만일 협의를 통

하여 일관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사용되

기 위한 의도이다." 제(2)목은 주법의 정의를 내린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만일 특정한 주가 한-미 FTA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 어

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연방법인 이행법에 위반되므로 헌법 6조에 

위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연방정부는 한-미 FTA라는 국제법을 위반

해서 국제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불일치를 시

정해야 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2조 (c)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

인의 제소권 박탈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협정 내용과 관련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제기를 우리 투자

자는 미국 법원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로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이 국제법인 한-미 FTA를 준거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와 국제기구일 

뿐 개인은 반사적인 이익만 향유하며, 국제법의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102조 (c)항 제(1)목은 국제법인 한-미 FTA를 미 의회가 승인한다

고 하셨더라도 여전히 그 지위자체는 국제법이므로, 개인이 이를 직

접 준거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미 연방정부는 국

제법의 주체임으로 이 규정에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도 또한 한-미 

FTA내용과 관계가 있는 기존 국내법과 한-미 FTA의 이행법을 원용

하여 제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2)목의 내용은 한-미 FTA와 불일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의무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는 행정조치계획의 분쟁해결관련 부분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

습니다.

" 102조(c)항은 개인이 협정 제11조(투자챕터) 상에 미국 정부를 상

대로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나, 그러한 중재를 통하여 미국에 대하여 

불리한 판정을 집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

다.



이와 같이 미 이행법 102조는 국제법과 국내법 체계로의 수용방식

에 대한 미국 내의 법체계와 기본원리를 재확인한 조항이지, 한-미 

FTA를 자체를 부인하거나 미국 국내법보다 하위에 놓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미 FTA 102조와 NAFTA 이행법, WTO협정 이행법, 미-호주 

FTA이행법의 해당 조항을 비교해 보시면, 이 문안은 미국이 그동안 

체결해온 표준문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포해 드

린 자료에 보면 관련된 4개의 협정문에 대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나

중에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행법과 관련된 불평등 논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와 보도해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모두

발언 내용과 함께 모두 웹사이트에 등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6차례 열린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주일에 있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브리핑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매일경제 이재철 기자) 한-미 FTA발효 시기 관련해서 이 브

리핑을 1월 말까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

다. 부수법안이나 하위법령 같은 경우에는 가령, 국민들의 관심이 많



은 것이 개별소비세법일텐데, 자동차 구매할 때 하는 세제상의 변화

나 이런 것들이 1월 1일 발효가 연기된 것과 관계없이 입법령이나 이

런게 끝나서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발효가 한 달 

정도 늦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이나 기업의 경

영전략, 산업 섹터에서 혹시 걱정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고 주시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두가지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협정발효가 당초 목표했던 1월 1일보다 지연이 될 경우에 국

내 이행법령의 발효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이

행법령의 부칙을 보시면 이행법령 부수법령의 발효는 한-미 FTA 발

효일과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정발효가 지연이 된다고 해서 국내법령의 발효시

기와 불일치(mis-match)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둘째는, 정부는 발효 목표일을 2012년 1월 1일로 정해 놓았는데, 그 

목표일은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간에 이행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를 전제로 한 발효 목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루어진 시점

이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행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고 나서 하위 법령들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

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의 준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법령들을 모두 번역을 

한 이후에 법률검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하

다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연말연시가 되기 때문에 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사실 며칠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약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조기 발효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히 확

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효 목표일이 다소 지연될 소지는 있

습니다만, 지연되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

니다.

업계 쪽에서는 지금 1월 1일 발효에 대한 약간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 대비는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그렇게 오래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아사히 Nakano Akira 기자) 지금 대표님께 말씀해 주셨습니

다만, 한-미 FTA 발효는 사실상 1월 1일에 발효되기 어렵다고 보시는

지, 아니면 언제쯤 발효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이번주에 평창에서 한 중 일 FTA 산 관 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 여름쯤에 한

중 일 FTA 협상이 시작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한국 정부에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있고, 거기에

서 일본 측에서는 한 일 FTA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넘어야 되

는 과제가 많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협상 재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상당히 어려운 질문 3가지를 한꺼번에 하셔서, 제가 첫 번째

부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효 목표일인 1월 1일 목표를 그대로 맞추기에는 어려워 보

입니다. 그러나, 발효시기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발효 목표일을 언제로 하고 있느냐’고 날짜를 물어 보셨는데, 날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지연되겠지만, ‘그렇게 오래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이번 평창에서 금요

일에 마지막 회의를 갖습니다. 현재 실무회의가 상당히 순조롭게 진

행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결 

의제들이 여러 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

일 이틀 동안 실무회의를 하면서 3국간 잔여 이견들을 해소해야 하고,

금요일에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는 하는 것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

회의 계기에 3개국 정상들이 원래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있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지금 우리 실무 대표단들은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금요일에 마무리가 된다면, 산·관·학 공동연구의 결과를 

다음 정상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정상회의는 내년 5

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고, 만일 정상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정상들

은 그 결과를 가지고 한·중·일 3국간 FTA협상을 언제 어떻게 개시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언제, 어떻게 협상을 개시한다고 예측하는 것

은 시기상조입니다. 일단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되어야 하고, 마

무리된 내용을 정상한테 보고해야 하며, 추후에 일정이나 액션(action)



에 대해서는 정상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방향

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 다음, 한 일 FTA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일 

FTA는 2003년 첫 협상이 개시되고, 2004년 협상이 중단된 이래 지난 

7년 동안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양측은 협상 재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서, 협상 재개를 위한 사전 여건조

성을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의관급으로 해오다가 작년에 국장급으로 격상시켰고, 계

속 협상 재개를 위한 양자간 협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

기는 곤란합니다.

양국간 사전 여건조성 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

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