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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생산 및 이동을
통제하려는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주도로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 한
편, 세계 주요국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
히 모든 회원국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유통, 보관, 수출, 환적 등을 통제
할 법 체계를 갖추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UN 안보리 결의 1540호(2004
년 4월)에 의해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전 세계적인 의무사항이 되
고 있다. 국제 무역환경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
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일종의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로 자리잡
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느슨한 통제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
해서도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구축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점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해서는 사후적인 제재보다
는 부적절한 수출의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수출통제체제의 구축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수출통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 최고경영진의 인식전환과 함께 홍보, 교육, 정보제공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1. 머리말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생산 및 이동을
통제하려는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주도
로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모든 회
원국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유통,
보관, 수출, 환적 등을 통제할 법 체
계를 갖추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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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결의 1540호(2004년 4
월)에 의해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는 전 세계적인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그동안 전
략물자의 수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통제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최근 미국을 비
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
구되는 시점이다.
여기에서는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
제체제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최근 동향
(1)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개요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란 여
러 회원국들이 문서로 합의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협의·조정한다는 의미에
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라 할 수 있
으며, 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는 재래
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과
관련된 WA(Wassenaar Arrangement), 대 량 파 괴 무 기 와 관 련 된
NSG(Nuclear Supplies Group), AG
(Austrian Group),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등이 있

다.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또한 비확산
체제(non-proliferation system)라 할
수 있는데, 비확산이라는 대량파괴무기
인 ABCM(Atomic or Nuclear Weapons, Biological Weapons, Chemical
Weapons, Missile Delivery Systems)
이 수평적(양적), 수직적(질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비확산체제는 WA, NSG, AG, MTCR
등이고, 광의의 비확산체제에는 그 외
에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NPT(핵비확산조약), CWC(화학무기
금지조약), BWC(생물무기 금지조약)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1)
이들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는 통제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이들 통
제대상 품목의 수출(재수출)을 회원국
들이 자국의 법규체계에 의해 자발적
으로 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 예를 들어, WA는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규제를 주요 내
용으로 하는데, 통제대상 품목의 수출
허가는 각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
NSG, AG, MTCR 등 여타 통제체제
들의 통제 시스템도 WA와 크게 다르
지 않으며, 다만 통제대상 품목이 핵
관련 품목(NSG), 생화학무기 관련 품
목(AG), 미사일 관련 품목(MTCR)
등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은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
제체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자국

1) 여기서는 협의의 비확산체제 즉 WA, NSG, AG, MTCR만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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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구축·
이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제 전
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주도하고 있
는 만큼 정교한 법규체계와 상당한 행
정조직을 갖추고 가장 포괄적이며 강
력한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 규정의 역외
적용도 규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시행하는 수
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은 미국의 대외수
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다.
EAR은 미국산 상품, 소프트웨어,
기술의 편입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금수국(쿠바, 리비아, 이란, 이라
쿠, 수단) 및 테러지원국(이란, 이라
크, 리비아, 북한, 쿠바, 수단, 시리아)
으로의 재수출이 EAR 규정에 의해
미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미국산 상품, 소프트웨
어, 기술의 편입 비율 25% 초과의 경
우 금수국과 테러지원국을 포함한 모
든 나라로의 재수출이 미국의 수출통
제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EAR을
위반할 경우 미국 기업이 직접 외국
기업을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해당 기
업을 DPL(Denied Persons List)에
등재하여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
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 EU 국가와 일본은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기반으
로 자국의 정치·경제적 환경을 고려
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전략물자의 판정, 수출허가, 통
제체제의 집행을 위한 상당한 정부 조
직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BAFA(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내 2개국 220명이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은 특정
사안에 대해 국방부 등 여타 부서와
협의를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BAFA가 독자적으로 전략물자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 전략물자 수
출통제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두지 않고 상무부, 관세청, 외무부, 국
방부 등이 협의하여 통제하고 있다.
상무부가 관세청에서 넘겨받은 수출
승인 건에 대하여 해당부처 검토를
거쳐 취합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관세청에 다시 넘겨주고, 수출승인을
받도록 한다.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의 중간 형태
로, 통상부의 실장급 단위 조직인
ECO(Export Control Organization)
가 약 150명의 인력으로 수출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BAFA와는 달리 ECO는 수출승인
건에 대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성, 외무성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수출승인 여
200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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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개요
WA

설립목적

지역분쟁 예방
차원의 재래식
무기 및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통제(구
COCOM 후속
체제)

NSG partⅠ

1974년 인도의
핵실험을 계기
로 핵에너지
전용품목의 수
출통제

NSG partⅡ

AG

1991년 이라크
의 핵개발계획
을 계기로 핵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품목의
수출통제

이란·이라크
전쟁시 이라크
의 화학무기
사용을 계기
로 생화학무기
생산·개발에
사용될 수 있
는 원재료 및
장비의 수출을
통제

MTCR

1980년대 초
일부 개도국들
의 미사일개발
추진을 계기로
WMD의 운반
시스템 및 미사
일 수출통제

설립연도
(한국 가입)

1996
(1996)

1977
(1995)

1992
(1995)

1985
(1997)

1987
(2001)

회원국

33

40

40

33

33

통제지역

전세계

핵비보유국

전세계

전세계

전세계

- 통제품목 수출
에 대해 수입국
정부의 다음
보증없이는
허가불가
핵폭발 장치에
사용금지
물리적 방호
IAEA의 안전
조치 이행
재이전(수출)
수출통제

- 수입국 정부의
다음 보증 없이
는 허가불가
최종용도를 명
시한 최종사용
자 진술
이전품목이
핵폭발활동이
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
주기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다는 보증

- 카테고리 I은
이전품목의 최
- 수입국정부의
종용도, 재이전
다음 보증 없이 에 대한 사전동
는 허가불허
의 없이는 수출
최종용도의 정
불허
당성
- 카테고리Ⅱ는
재이전에 대한
case by cas를
사전동의
근거로 허가여
- no-undercut
부 결정
통보제도
- 회원국간 정보
교환이 중요

- 핵 관련 이중
용도 품목·
기술

- 카테고리 I
로켓시스템,
무인 비행체
- CW 관련품목
- 카테고리 Ⅱ
상기장비 제조
- BW 관련품목
관련 이중용도
품목

- 정보교환으로
수출통제 이행
- 모든 품목의
허가여부 결정
은 각국의 책임
수출통제정책 - undercut통보
제도 채택
- 정보교환 중시
(이중용도 품
목·기술, 민감
품목, 무기류)

통제품목

운영

- 이중용도 품목 - 원자력 전용
물질, 장비,
- 군수품
기술

매년 11~12월
경 총회개회
사무국 운영
(비엔나)

매년 5월경
총회
사무국 없고
비엔나 주재
일본대표부가
POC

매년 10월초
총회
사무국 없고
호주가 의장국

자료 : 국제 수출통제체제(WA, NSG, AG, MTCR)의 각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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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10월
경 총회
사무국은 없고
프랑스 외교부
가 P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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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조직 및 인원
수출관리부서

미국

상무국 산업안보국
국무부 DDTC, 통제국,
비확산국 등

수출관리 인력수

비고

산업안보국 523명 등

영국

통상부 내 ECO, 외무성
비확산국 3개과, 국방부

ECO 150명, 외무성 비확산과
허가팀 17명 등

ECO 경우 정책 부문 20명,
허가 100명, 이행 30명

독일

경제수출통제청(BAFA)
내 2개국

220명

허가 50명, 판정 76명 등

일본

경제산업성 내 안보무역
관리과 등 3개과

70명

정책 20명, 허가 28명,
이행 20명

부를 판단한다.2) 일본의 경우 경제산
업성 산하 무역관리부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약 70명이 담당하고 있다.

(2) 최근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동향
1) catch-all 규제
WA 등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통제체제는 통제품목을 사전에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출
입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리스트 통
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1년 걸
프전 이후 UN의 대량파괴무기폐기특
별위원회(UNSCOM)가 이라크에 대
한 특별사찰을 한 결과 비확산체제의

리스트 통제품목 이외의 물자가 이라
크의 WMD 개발 프로젝트에 이용된
사실이 판명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과
독일은 1991년 리스트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품목·기술이 WMD의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것을
‘수출자가 안다면(know 요건)’
, ‘알
근거가 있다면’
, 또는 ‘수출관리당국
으로부터 통지를 받는다면(inform 요
건)’ 수출관리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였다. 이것이 광범위통제라
는 의미의 catch-all 통제제도이다. 이
후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한
나라들은 catch-all 제도를 부가적인
수출통제체제로 채택하고 있으며3), 우
리나라 역시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수출통제는 정부의 역할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다. 이는 유럽의
주요국들이 전통적으로 무기수출국가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영국의
외무성은 독자적인 8개의 기준에 의해서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들 기준
중 상당 부분은 자국에서 수출되는 무기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된 것이다.
3) EU는 1994년 European Council of Regulation(3381)을 근거로 논의를 시작하여 1995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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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11 테러 이후의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9·11
테러 이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이다. 미국 주도
통제강화의 전형적인 예가 컨테이너
안전조치(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
후 국토안보부를 신설하고 CSI 및
ISPS(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등 화물 정보
를 선적항에서 체크하는 시스템을 구
축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 의하면 CSI의 목표는
미국 항구에 WMD가 입항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으로부터
컨테이너 선적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
국은 25개국과 CSI 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
요국 25개의 항구에서 미국 CSI 팀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CSI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행 해상
화물에 대하여 선적 24시간 전까지 물
품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4)
그리고 미국의 주도하에 2003년 6
월 출범한 비확산구상(PSI,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부터 추진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으로, 이 구상에 따르면 핵과 미사
일 등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정보교류는 물론이고 필요
한 경우에는 가입국과 합동작전도 가
능하다.
2003년 9월 4일 PSI 동참국들은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SOP)를 승인·발표하였는데, 리
비아로 원심분리기를 수송 중이던 선
박을 공해상에서 직접 조사하고 항로
를 이탈리아로 바꾸도록 한 BBC
China 사건 등은 이 SOP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더 많은 국가들이 SOP 안을 지지하도
록 촉구하고 있으며, PSI의 활동영역
을 확대시키기 위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주도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강화의 정점은 2004년 4월의
UN 안보리 결의 1540호이다. 이 결
의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 국제평
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 국가
적, 지역적, 국제적으로 조정하는 노
력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입하였고, 2000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일본은 2002년에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근거한
정령으로 기존의 보완적 수출규제를 확대하는 형태로 도입하였으며, 캐나다는 2002년 Export
and Permit Act를 근거로 도입하였다.
4) 에너지부의 2차 방어선 프로그램의 거대항구조치(Megaport Initiative)는 컨테이너 안전조치를
보완한다. 이 조치는 주요 항구에 방사능 탐지 능력을 추가함으로써 핵과 방사능 물질의 컨테이
너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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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문의 취지에 따라 회원국은
WMD 및 그 운반수단의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전 또는 사용을
시도하는 비국가행위자(non state
actor)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로든 지
원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제1조),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은 비국가행위
자가 WMD 및 그 운반수단을 제조,
획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
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테러목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고 공범자로 참여, 조력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시도들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제
2조)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
으로 전략물자의 적절한 통제체제 구
축을 포함하여, 국내 통제체제를 창설
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택하여 시행하
고, 그와 같은 목적 아래 다음 사항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3조).
① 생산, 사용, 비축, 운송 중에 있
는 전략물자의 책임관리 및 안
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개발과 유지관리
② 적절하고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
조치의 개발과 유지관리
③ 불법거래 및 중개행위의 탐지,
저지, 방지 및 소탕을 위한 적
절하고 효과적인 국경통제와 법
집행 노력의 개발 및 유지
④ 수출, 통과, 환적 및 재수출, 자금
제공, 그러한 수출 및 환적과 관

련하여 금융이나 운송과 같은 용
역제공이 전략물자의 확산에 기
여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법령
을 포함하여 WMD 수출 및 환
적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
출통제의 창설, 개발, 검토 및 유
지관리. 최종 사용자 통제, 수출
통제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의 설정과 이행
WA 등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각 협약 내용의 이행을 협약
가입국이 자국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
고 있는데 반해 UN 결의는 그 법의
내용까지 직접 명시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에 이의 이행내역을 UN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N 결의는 전략물자의 수출에 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국제 전
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달리 제조, 국
내유통, 수출, 환적, 재수출 등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
지 전 영역을 국가가 관리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나아가서 대량파괴무기
관련 자금의 흐름까지 국가가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매우 엄격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3) 점증하는 한국에 대한 압력
지금까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정부나 기업에서 크게 중시되지 못한
영역이다. 수출진흥이 가장 중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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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의 하나인 상황에서 수출에 대
한 통제는 당연히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관세청의 수
입 관련 인력에 비해 수출 관련 인력
은 매우 적다. 수출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인력 역시 미국이
나 유럽, 일본 등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수준이다. 현재 산업자원부 전략물자
관리과의 8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수출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은 차치하고라도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수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수출
품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품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수출허가 건수는
2004년 462건 5억 8,300만 달러였으
며, 이 중 개별수출허가 금액은 3억
7,400만 달러에 달한다. 2004년 수출
이 우리의 3배 수준인 독일의 수출허
가 건수가 2만 4,000여 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전략물자 수
출통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표 3>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한국
은 세계 12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
다. 규모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전에 비해 크게 신장되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개발 및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
다. 9·11 테러 이후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적인 수출통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무역의 주역으로
성장한 한국이 과거처럼 국제 전략물
자 수출통제체제의 외부에 머무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등으로부터 일부
한국 기업이 전략물자를 적절하지 않
게 수출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
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은 자국산 요소
가 일정 규모 이상 포함된 제품의 수
출은 자국산 제품의 재수출로 간주하
여 EAR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과의 무역거래를 사실상 불

최근 5년간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 현황
단위 : 건,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허가건수

306

349

370

477

462

금액(개별수출
허가금액)

6,582
(74)

4,303
(96)

3,842
(81)

4,074
(116)

583*
(34)

자료 : 산업자원부.
주 : 1) *는 포괄허가에 의한 수출실적 사후보고 미포함.
2) 금액은 포괄수출허가금액 + 개별수출허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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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의 주요 대기업이 이러한
제재를 받는다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
라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일부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
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조사하는 한
편, 위반 기업들을 당장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미국 등에 설득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제
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기업들의 인식도 충분히 제고되지 못
한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수출이
일부 있었으며, 이를 당장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설득하였으며, 어느 정도 양
해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러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
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문제가 되는 기업들을 우리
정부가 보호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1)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분명 기업에
추가로 비용을 발생시킨다. 수출하려
는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
부에 대한 판정, 최종 수요 및 최종
수요자 확인, 자료의 유지 및 이를 담
당할 인력의 배치 등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추가 요인으로 작용하
며, 수출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간접
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수출
진흥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
였으며, 수출에 대한 통제라는 개념이
미약한 한국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의 강화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초
기에 비용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강화 경향은 결코 무시하거나 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 전략
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새로운 무역질
서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으며, 이러
한 국제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못할 경우 국가 및 기업의 경제
활동은 적지 않은 장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역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핵개발 문제로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으로의 발전설비 등 대규모
플랜트 수출 문제를 검토해 보자. 국
가 및 기업이 적절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와 분석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 지역에 대한 특정 플랜트의 수출
가능 여부나 혹은 통제받지 않는 형
태의 수출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
을 것이다. 반면, 적절한 수출통제체
제를 갖추지 못하여 해당 플랜트의
수출에 어떠한 위험이 내재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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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지 못할 때에는 위험을 무릅쓰
고 수출하든가 아니면 수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CSI 체제하에서 기업내부
수출통제제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
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수출하
는 화물에 대하여 검사 및 선적 절차
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적절한
기업내부 수출통제제도의 구축 여부는
향후 기업들의 사회적 의무의 하나로
발전될 것이며, IS9000 시리즈처럼 기
업내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CP,
Compliance Programme)도 하나의
국제인증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2) 정부 및 기업의 노력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강화를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자원부
내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2004년 2
월)하여 부족하지만 전담인원을 확보
하였으며,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정
보센터를 발족시켰다. 전략물자 판정
을 위한 전문가 풀(150명)을 구성하
였으며, 통제대상 리스트를 HS 코드
와 매치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완전하
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통제대상 품목에 속하는지 여부를 쉽
게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5
년에는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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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www.sec.go.kr)을 개통하여 수출
업자가 전산을 통하여 전략물자 수출
입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고 기업들에 전략물자 수출통
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
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적지 않은 성
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
출통제체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외국,
특히 미국에 대하여 완전하지 못한
통제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행
위에 대하여 처벌하기는 힘들고 설득
하는 한편으로 기업들에 전략물자 수
출통제체제의 준수가 향후 기업의 생
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득시
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5년 2
월 정부와 전략물자 수출관련 200여
개 기업은 과거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는
대신 향후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협약식을 하기
도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
터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을 어긴
수출업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기업들 역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필요성을 인식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
속적인 홍보 및 교육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부 기업의 수출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
다. 특히 수출시 문제점이 발생한 기
업들은 적극적으로 수출통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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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
은 전략물자에 대한 판정, 전략물자의
특별관리, 전략물자 관리 담당자의 지
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들 들면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
는 D사는 2005년부터 수출관리를 강
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수출시 최종
사용자가 구매자인 경우 출장시 check
list를 작성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중간판매상을 경유하여 해당국에
stock sale을 할 경우 특별관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혹은 업체의 경
우에는 현지에 별도의 관리대행 업체
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판매 및 업체
현황, 거래내역 및 재고상황을 확인하
도록 하고 있다. 특히 특별관리가 필
요한 경우에는 letter of guarantee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은 이
후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략물자와 관련된 국제규정 준수 의
무, 구매자의 사용 용도 및 최종 사용
자, 기타 정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기존 거래선과 신규 거래선의 관리방
법을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신규 거래
선의 경우 업체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certificate of end user를
확인한 후 거래토록 하고 있다.
중견 무역사인 G사는 2005년 3월
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년 4월경에 지
난 2년간 수출실적을 정리하여 수출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
였으며, 현재는 담당인력 교육과 전략

물자 관리 매뉴얼 작성 등 사내 전략
물자 관리체계의 최종적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D중공업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1,900여개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사전 판정할 계획을 가
지고 있다고 한다.

(3) 대응 방향
이렇게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부
기업들이 기업내부 수출통제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반적
으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는 아직 국제적인 요구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기업 최고 경영자의 인
식전환이 시급하다.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
는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지만 정부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궁극
적인 책임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출
하는 기업에 있으며 이런 점에서 기
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빠른 기간 내에 추가비
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수
출통제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서 우리
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
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기업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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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및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체의 CP
(Compliance Programme, 기업내부
수출통제제도)를 구축·운용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산업용 및 군수용 전자
장비를 제조·수출하고 있는 프랑스
의 Thales사는 Export Compliance
Committee가 전사의 수출통제를 관
할하는 한편, 각 수출사업부와 국별
사업부에 수출통제 담당자를 두는 매
트릭스 형태의 수출통제 조직을 운영
하고 있다.5) 전세계 30여 개 국가에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동사는 각 현
지 법인이 독자적인 CP를 갖추고 있
으며, 이들 법인들에 대하여 회사 자
체의 인증제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
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부 수출통
제체제는 이 회사 특유의 것은 아니며
미국, 독일, 일본 등의 다국적 기업들
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 있어 일정 규
모 이상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CP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
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약 1,000개
의 기업이 CP를 구축하고 있으며, 독
일에서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CP를 구
축·운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임원을 BAFA에 등록
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7,000명 정
도가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기업내부 수출통제제도에 의한 자
발적인 수출통제가 비용 및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기업 입장에서
도 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식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
도 자체의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실제로
최근 내부 수출통제체제 구축에 대한
기업의 관심사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
지만 아직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자율
적 수출통제체제 구축이 빠르고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시급한 것은 홍보
와 교육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임원
및 수출담당 직원들에게 전략물자 수
출통제체제의 내용을 알리고,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수출통제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6) 전
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인력의 확보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도 정부의 몫
이 되어야 할 것이다.7)
이러한 홍보 및 교육과 함께 전략
물자 통제관련 정보의 축적과 對기업

5) 수출통제 담당자의 수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본부에 8명이 있고, 그룹내 한 법인의 경우 6개
의 파트에 국가별로 1~2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이를 위해서는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
이다.
7)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전략물자 수출관리 담당자 훈련 과정을 개설하는 것 등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다.

64

KIET 산업경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전달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도 서둘러
야 할 과제이다. 기업이 생산하고 수
출하는 제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한 분석기술과 정보의 축적
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거래 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업정
보(예를 들면 Denialist List라 불리
는 부적격 기업 리스트)의 對기업 서
비스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기업과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 역시
필수적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관
건은 불법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하는 것이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
러한 방지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자와 정부 담당자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8)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
출통제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 시
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전략물
자 수출통제 기능은 산업자원부(핵
관련 및 남북경협 관련 품목 제외한
이중용도 품목), 과학기술처(핵 관련
물질 및 장비, 전략기술), 국방부(방
산물자), 통일부(대북 물자 반출입)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들 정부 부
처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은 만족스
럽지 못한 실정이다. 전담 기관에 전
략물자 수출통제 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현재와 같은
분산적인 시스템이 바람직할 것인지
는 향후 검토해 봐야 할 것이지만, 적
어도 각 부처간에 협력 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는 절실하다고 하겠다.

8) 전략물자 수출통제라는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기업과 정부간의 지속
적인 협력을 위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담당 임원 7,000명을 BAFA에 등록시
켜 관리하고 있는 독일이나 ECO 내에 CP 지원 전담 팀을 두고 연간 800개사를 방문·지도하
고 있는 영국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를 통
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수출통제를 지원하는 한편, 동 센터를 정부와 민간간의 협력 창구로 활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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