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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N 안보리 결의 1540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이 가속화되는 것과 더불어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행위 역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최종 용도·최종 사용자 확인의 중요성 증대, 중개·환적,
무형기술 이전의 통제 필요성 증대 등 수출통제 영역도 변화하고 있다. 이
러한 수출통제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
를 인증하고
이들에 대하여서는 수출통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수출통제 강화와 적법한 무
역거래 보호라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 즉 기업인증제가
모색되고 있다.
기업인증제는 세관 통제영역에서 먼저 실시되고 있는데, 미국의 C-TPAT,
EU의 공인경제운영자 등이 그것이다. 아직 개별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인
증제가 실시되거나 실시될 예정이지만, 세관통제 분야의 표준화가 상대적으
로 쉽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증제로의 발전 가능성은 존재한다. 허가와 집행
의 전 영역에 걸친 진정한 의미의 국제 인증제도는 각국 수출통제체제의
분산적 성격으로 인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다만 국별 차원에
서 내부 자율수출통제체제의 구축 및 강화의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통제 규범 준수의 비용이 증가하고, 확산 활동의 복잡화에
따른 안전한 거래자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 분야에 있어
ISO 9000 시리즈와 같은 국제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기업들
간에는 전략물자의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증제 도입 움직임이 우리 기업에 미칠 직접
적인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새
로운 무역질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인증제는 이러한 큰 흐름의
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는 국제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며, 기업들은 내부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수출통제 규범의 준수 실적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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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EU의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의
도입은 비록 세관 통제영역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믿을 수 있는 거래
자’
의 지위를 국가 당국이 부여하고,
이러한 거래자에 대해서 통관상의 혜
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업 등에서
요구해 온 기업인증제를 통한 전략물
자 수출통제 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요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
련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
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UN 안보리 결의 1540이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한 것에서도 드러나듯
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이제 국제 사
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국가들이 준수
해야 할 의무 사항이 되어 가고 있다.
말하자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새
로운 국제 무역질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질서로서
의 수출통제체제의 변화는 기업에 대
한 통일된 통제체제 구축 요구로 이어
질 것이라는 점에서 전략물자 수출통
제 관련 기업인증제도의 도입 가능성
은 열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기업인증제 도입 움직임의 배경
(1) 9.11 테러 이후의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강화
9.11 테러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바세나르 협약(WA),
호주그룹(AG) 등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하
고,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출통제
체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수출
통제체제의 확산·강화 움직임을 주도
하고 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신설
하는 등 자국의 수출통제체제를 강화
하는 한편,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
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컨테이너 안보구상(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등 새로운
통제체제를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다.
2004년 4월의 유엔안보리 결의
1540은 이러한 국제적인 통제강화 흐
름이 집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A 등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
제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가입국
들 간의 일종의 신사협정으로서 협약
내용의 이행을 협약가입국이 자국의
법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데
반해, 유엔 안보리 결의 1540은 유엔
헌장 제7조에 기초하여 회원국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
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를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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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회원국들이 갖추어야 할 통제체
제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

(2) 불법 거래, 네트워크화 등 WMD
확산 활동의 다양화
WMD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체제
의 강화와 더불어 WMD 확산 관련
행위 역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
다. 통제가 약한 나라를 중간 경유지
로 활용한다거나 관련 부품의 생산,
최종 조립 등을 여러 나라에서 추진
하는 네트워크화 등을 통하여 통제를
회피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수출에만
초점을 맞춘 통제로는 확산 행위를
충분하게 차단할 수 없게 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540은 확산 활
동의 이러한 복잡화를 인식하고 대응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안보리 결
의 1540은 전략물자의 수출뿐만 아니
라 제조, 국내유통, 수출, 환적, 재수출
등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공급망(supply chain) 전
반에 걸친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안보리 결의 1540은 비국가행
위자(non-state actor)를 주된 통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 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
산에 관한 행위를 국가가 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다자간 전략
물자 수출통제체제는 국가를 WMD
의 주된 확산자(proliferator)로 간주
하고, 통제의 초점을 국가에 두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국가뿐만 아니
라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행위자도
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에 있어
주요한 행위자이며, 이들의 확산행위
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비국가행
위자의 확산관련 행위들은 국가의 행
위와는 달리 비공식적이며, 중개, 환
적,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물자의 제조 및 입수 등 보다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새로운 통제영역의 발생
무형기술 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 등 전통적인
수출통제 방식으로는 충분히 대처하
지 못하는 영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WMD 확산에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캐치올(catchall) 제도의 도입에 따라 종래의 통제
리스트에 입각한 통제로부터 최종 용
도/최종 사용자에 대한 확인 필요성
이 커지고 있다. 최종 용도/최종 사용
자의 확인을 위한 정보는 일차적으로
기업에 의해서 수집되기 때문에 통제

1) 불법 수출 및 확산활동의 네트워크화에 대해서는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2006년 4/5
월호에 실린“핵 밀수입의 국제화 : 두 파키스탄 조직이 사용한 방법들”참조.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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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과 기업 간의 협력관계의 강화가
요구되는 등 통제당국과 기업 간의
관계 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4) 통제당국 및 기업의 과제와
기업인증제
이러한 환경 변화는 통제당국과 기
업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
고 있다.
통제당국은 보다 복잡해지고 교묘
해지는 확산 행위를 통제해야 한다.
특히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불법거래
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통제의 강화는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통제당국은 확산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합법
적인 무역거래는 보호해야 하는 이중
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수출통제의 일선 집행기관인
세관의 경우 통관 검사 비율을 무차
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정상적인 거
래자의 통관 시간과 비용을 증대시키
지 않으면서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
를 위해 세관당국은 위험도가 높은
거래자/품목을 타기팅해 내기 위하여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개발·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타기팅을 통한 위험 거
래자/품목의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분석 체계의 구

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
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
요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기업으로서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자율준수 체제를 구축
해 나가고 있지만, 통제규범의 완전한
준수가 더욱 어려워지는 환경에 직면
해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
의 활동 영역은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복수의 국가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일국 차원의 통제체제
의 준수만으로는 통제당국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각국의 통제체제에 중복적으로 대처
함에 따라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상
황인 것이다. 이러한 기업 활동 영역
의 다국화에 따른 문제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통제당국도 인식하고 있다. 특
히 역내 기업들 간의 거래의 원활화
가 요구되는 EU에 있어 이러한 문제
의식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확산 활동에 연루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점차 복잡화하고, 네트워크
화하는 확산 활동에 연루되지 않기 위
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된
다.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안전한
거래’
를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이다. 기업으로서는 WMD 관련 물자
의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요구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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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
로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업들
간에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
자는 국제적인 기업인증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제당국 및 기업 등에
서 효율적인 통제와 적법한 무역활동
의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실행
되고 있다. 기업인증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초보적으
로 시행되거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3. 기업인증제 도입 움직임
(1) 세관 통제와 기업인증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
의 하나가 세관이다. 수출통제의 현장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들은 변화
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위험 타기
팅을 통하여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
이면서, 동시에 검증된 무역업자 등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나 보안 관련 절
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
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미국의 CTPAT(Customs-Trader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와 EU의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이다.

미국 세관이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C-TPAT2)는 세관과 기업(수입
업자, 중개업자, 운송업자 등) 간의
자발적인 협약으로, 세관이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여 C-TPAT의
인증을 받은 수입업자 등(C-TPAT
certified importer)에게 검사항목 및
대기 시간의 축소, 수출규정 준수 검
사 기업에 선정되거나 위험 거래로
‘타기팅’
될 비율의 감소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C-TPAT에 가입하기
위해서 미국의 수출관리 규정이 요구
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지는 않다. 미
국의 수출관리 규정의 적절한 이행을
증명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을
제출하고, Supply Chain Security
Questionaire를 작성하면 된다. 말하
자면 C-TPAT 프로그램의 권고사항
과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의
사를 밝히고, 세관당국으로부터 승인
을 받으면 된다.
세관은 이 제도를 통해 위험이 낮
은 거래자/품목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위험 거래자/품목에 대
한 보다 철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기업에 통관 절
차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들이 수
출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3)

2) 관련 정보는 http://www.cbp.gov/xp/cgov/import/commercial_enforcement/ctpat/에서 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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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TPAT가 기업과 세관
간의 자발적인 협약에 기초하는 데
반해 EU의 AEO 제도는 법적인 체
계에 의해 도입된다. 이 제도 역시 CTPAT와 비슷하게, 일정한 자격조건
을 갖춘 거래자에게 AEO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러한 자격을 부여받은 거
래자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의 간소화
나 보안 관련 통제의 간략화 등의 혜
택을 부여한다. 특히 EU의 한 회원국
에서 AEO 자격을 획득하면 다른 회
원국들에서도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AEO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EU 역내에서는 단일의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4)
AEO 규정의 도입은 EU 세관규약
(Customs code)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
어졌는데, 인증 등을 위한 시행규정이
확정되어야만 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2006년 하반기
이후에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5)

미국의 C-TPAT와 EU의 AEO는
세관 차원에서 일종의 기업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들은 일단은 각국 자체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이다. 즉, 해당국이나
지역의 세관 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C-TPAT의 멤버
자격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수입업자,
중개인, 운송업자 등이다. 그러나 앞
서 언급하였듯이 일국 차원에서의 통
제만으로는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없고, 또한 각국의 통제 기준
및 절차를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국경통제가 가능하기 때문
에 각국에서는 자국의 규정들이 타국
의 규정과 상호 호환성을 가지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가장 단순한 예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공동 규정의 시행
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는
Free and Secure Trade(FAST) 프
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미국과 캐나다

3) C-TPAT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ecuring the
Global Suppy Chain-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Strategic Plan" 참조.
관련 자료는 http://www.cbp.gov/linkhandler/cgov/import/commercial_enforcement/ctpat/
ctpat_strategicplan.ctt/ctpat_strategicplan.pdf에서 구할 수 있다.
4)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EU 관세규약 개정 규정인 Regulation (EC) No
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amending
Counicl Regulation (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ode와 산업연구원,
“EU의 공인경제운영자 규정 도입과 시사점”
, 2005. 10 참조.
5) 시행규정을 위한 초안(Operator's Guidelines on Standards and Criteria)이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그룹인‘Custom 2007 Project 2007 Group’
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세
관 요구 사항에 대한 적절한 준수 기록, 적절한 세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상업적 기록과 운송
기록의 관리 시스템, 재정 건전성(financial solvency), 적절한 안보 및 안전 기준 등 AEO의 인
증을 위한 요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련자료는 http://europa.eu.int/comm/
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customs/policy_issues/customs_security/AEO_gui
delines_en.pdf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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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관 및 국경 당국이 포함되어서
양국의 세관당국에서 인증하는 거래
자에 대해서는 자국의 통관절차를 간
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C-TPAT의 멤버 자격은 미국
의 기업뿐만 아니라 FAST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기
업으로까지 확대되어 있다.6)
또한 미국과 EU는 C-TPAT와
AEO 제도의 상호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만약 그 결과
이 두 제도가 상호 인정하게 된다면,
세계 무역의 매우 큰 부분을 담당하
는 미국과 EU 소속의 기업들은 적어
도 세관 통관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
의 자격 조건을 통하여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
된다면 여타 국가들도 이 제도를 활
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관 통제 차원에서의
일종의 국제적인 기업인증제도로 발
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들을 전 세계적
인 표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세계
세관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
다. WCO는 적법한 무역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WMD 확산 방지를 위한 통
제를 강화하기 위한 세관 규정의 표
준안을“Framework of Standard to
Secure and Facilitate the Global
Trade"라는 명칭 하에 구축하려고 시
도하고 있다. WCO의 구상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한
국가의 세관당국에 의해서 특정 경제
운영자에게 AEO 자격이 부여되면
이 경제운영자에게 각국의 세관에서
통관 절차 등에 있어 혜택을 줌으로
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세관 요구사항
준수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7)
자격을 갖춘 기업에게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고, 이러한 혜
택을 전 세계 세관당국이 인정한다는
이러한 WCO의 구상은 상당한 지지
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AEO 제도가 인증을 받지 못
하는 기업에 대한 불이익(예를 들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통관 시간
이 제도 시행 전보다 늘어나는 것과
같은)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하고 있지만,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는 찬성을 표하고 있다.8) 미국이나

6) FAST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cbp.gov/xp/cgov/import/commercial_enforcement/
ctpat/fast/ 참조.
7) 구체적인 내용은 WCO,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ate Global Trade",
2005. 6 참조, 관련 자료는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customs/policy_issues/customs_security/normes_WCO_en.pdf에서 구할 수 있다.
8) ICC, “ICC Input for the WCO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ate Global
Trade" 참조. 관련 자료는 http://www.maritimesecurityexpo.com/whitepapers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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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세관당국도 WCO의 구상을 지
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WCO 구상이 전면적으
로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세
관 통제영역에서는 세계적인 표준화
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가능
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2) 내부 수출통제체제와
기업인증제
수출통제의 집행기관인 세관 차원
에서 국제적인 기업 인증 움직임이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허가에서부
터 집행의 전 영역에 이르는 본래적인
의미의 국제인증제도는 아직 본격적
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별
차원에서 내부 수출통제체제의 구축
및 강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캐치올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
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확산
활동에 연루될 경우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통제 규
범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통제당국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통제당국은 내부 수출통제체제(ICP)
를 보급하고, 기업에 정착시킴으로써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통제 규범
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

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ICP를 잘 운영
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가
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가 그 예이다.
ICP를 잘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통
제당국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 경제행
위자로 인정되며, 이는 공식·비공식
적으로 허가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국가에서 포괄 수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괄 수출허
가를 받을 자격 조건으로서 ICP를 갖
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ICP를 적절하게 운영하
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략
물자 수출을 위한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라
는 일종의 인증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을 갖추고 있다.
다만 각국 통제당국에 의한 이러한
인증제도, 혹은 포괄적 수출허가제도
는 일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
부분이다. 이는 WMD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한 통제가 단일의 국제기구의 권
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국
의 법 체계에 기반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통제품목 리스트에
기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각국이 독자적인 통제품목 리
스트나 무역제재국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단일 기준에 의해서 기업의 수출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ICC%20paper%20for%20WCO.pdf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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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기도 하다.9)

(3) 기업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요구
통제당국과는 달리 기업들은 기업
인증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다. 그
것은 전 세계의 사업장에서 사업이 이
루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사업장
이 위치하는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수
출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용도·최종 사용자
에 대한 확인 의무가 기업에 있고, 확
산활동이 더욱 다양화되고 교묘해짐
에 따라 공급망 전반에 있어서 안전한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
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한 거래 상대에 대한
요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안전한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면,
이들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통제당국
의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은 관
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통제당국은
위험한 거래자들에 대해서만 통제 자
원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는 산발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4
년에 열린 17차 수출통제 세계화 연
례회의에서는 선진 7개국 기업들 간
의 국제적 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견
해가 제시된 바 있다. 말하자면 ISO

9000 시리즈와 같은 인증제도를 시행
하자는 것인데, 선진 7개국들이 자국
의 인증제도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
화하고, 공동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
써 인증된 기업들 간에는 자유롭게
무역거래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비슷한 논의를 프랑스의 다국적 기
업인 탈레스사에서도 제기한 바 있다.
탈레스사의 홍보담당 부사장인
Dominique Lamoureux는 국제 무역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확산활
동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통제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제, 즉
무역통제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전
세계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증
받은 기업 간에는 전략물자의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과
통제당국의 부담을 같이 경감시킬 필
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4. 맺음말 : 정부와 기업의 대응
필요성
(1) 전망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용이한 세관
통제 차원에서는 국제 인증제도의 도
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전략
물자의 무역 전반에 있어서의 국제

9) EU에서 시도하고 있는 global project liscence는 허가 단계에서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하나의
허가를 통하여 관련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global
project liscence는 여러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는 군사 분야 프로젝트의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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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업인증제 실시 전망과 대책

인증제도의 도입은 그 필요성에도 불
구하고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이 사
실이다. 이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분
산적 성격, 표준화시킬 수 없는 각국
특유의 제도적 상황,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신사협정적 성격 등
에 의해서 하나의 권위에 의한 전 세
계적인 인증제도의 도입 자체가 어렵
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통제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에 민간 조직에 의해서 세계적인 인
증제도가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러나 효율적인 수출통제를 위해
서 각국의 통제당국 차원에서 인증제
도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WMD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는 점차 일국 차원에서 완
결될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되고 있어,
각국의 인증제도의 도입은 국제적인
인증제도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 중
간단계에서는 쌍무적이거나 혹은 지
역 내의 복수 국가 간의 인증제도의
상호 인정과 같은 형태로 기업인증제
가 확산되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2) 대응 방향
제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증제
도입 움직임이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출통제영역에서의 국제

기업인증제도의 도입은 아직은 논의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의 의미를 과
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새로운 무역질서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인증제 역
시 이러한 큰 흐름의 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
자간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회원국들이 WMD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통제체제를 갖추
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 1540 역시 넓
은 의미의 수출통제체제의 세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출통제체제의 표준화와 결합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제당국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체제의 실질화 및 강화라는 큰
틀에서 기업인증제 문제를 접근해 나
가야 한다. 우선은 기업 내부 수출통
제체제의 정착을 서둘러 나가야 한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제도가 규정상
존재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의미를 갖
지 못하는바, 기업내부 수출통제체제
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선정하고, 포
괄 수출허가제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
를 부여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기업인증제 도입과 관련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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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경우 외국의 관련 당국과 협
의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야 할 것이다.
EU 등에서 효율적인 수출통제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통관업무 전산
화는 한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
다. 다만 이러한 전산화 기반이 수출
의 원활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바, 관련 시스템을 위험 분석과 이에
기초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효율화
를 위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증제라는 것이 결국은 수출
통제 규범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
기업을 국제 공급망의 ‘안전한 참여
자’
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하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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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완화하거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
하겠다는 것이다. 수출통제 규범의 적
절한 준수는 곧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적절
하게 시행하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으로서는 기업 사정
에 맞는 내부 수출통제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AEO의 인증 요건으로‘최근 3년간
의 수출규범 준수기록’ 등이 거론되
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
국은 수출규범의 준수기록이 가장 중
요한 자격 조건의 하나가 될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시급히 수출통제제
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준수기록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