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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랑스법상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
(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천 효 정

주류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품질관리 등과 같은 주류행정은 단순히 주

세확보를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행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더 나아가 태초부터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술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및 복지, 행복

추구와도 관련이 깊다. 특히 주류산업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양곡, 과실

의 수급조절, 농업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장기

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류행정은 별도의 법제로 편제되지 않고 주세행정

과 함께 주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데 그침으로써 그 소명을 다하지 못

하고 있다. 주류행정 업무 또한 국세청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주류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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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눠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류행정 업무가 파편화되고 각 

행정기관 사이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처럼 주류

행정과 주세행정이 분리되지 않은 법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주요선진

국 가운데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이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잔재로서, 일

제가 조선 수탈의 일환으로 주세령을 공포하고 우리나라 전통 양조문화

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던 뼈아픈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정부

는 전통주를 되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성공하지 못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우리 술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및 복지와 직결되는 주류행정법제의 발전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시

도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과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 프랑스 포도주와 이를 가능하게 만든 포도주 행정법제를 고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포도주 행정법제 가운데 정수(精髓)라고 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 승인’(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프랑스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만큼 풍부한 법리가 발전되어 왔다. 이 때문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다른 포도주 생산국가가 프랑스의 법제를 받아들였으며, 더 

나아가 유럽연합 규칙으로 제정된 ‘원산지표시 보호’(AOP, l’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제도 역시 프랑스 법제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핵심개념은 원산지의 지리적․인문학적 특성

의 총체인 ‘떼루아르’와 포도주 품질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다. 이 때문

에 떼루아르의 법개념과 구성요소, 떼루아르에 따른 원산지의 범주화, 이

를 위한 행정절차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승

인 제도의 요건과 절차, 효과를 살펴보고 승인 제도가 자유경쟁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할 것이다.

더 나아가 승인의 위법성을 다투는 월권소송에 관하여 꽁세유데따의 

판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심사척도, 심사강

도의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판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심사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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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주류행정 분야는 행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시되기 때

문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와 꽁세유데따 사이의 권한분배 문제

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학술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술 품질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주류행정의 독립성 확보와 술 품질인증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단순히 취하기 위한 알코올 섭취수단과 세수확보를 위

한 과세대상으로서의 술이 아니라, 우리의 양조문화와 삶을 풍요롭게 하

는 종합행정으로서의 주류행정법의 역할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주요어 :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원산지표시 보호(AOP, l’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떼루아르, 

월권소송, 주류행정, 술 품질인증 제도

학번 : 2014-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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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술 마시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임비벤스’(homo imbibens)라는 용어

에서 드러나듯이, 술은 인류가 수렵・채취 생활을 하던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인류 최초의 술은 따뜻한 기후에서 익어가

던 과일이 나무나 덤불, 덩굴 등에 떨어져 그 액체가 흘러나오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던 효모와 만나 발효되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

정된다.1)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당이 알코올로 변하게 되는데, 이를 우

연히 맛보게 된 인류가 처음에는 자연 발효된 과일을 찾아다니다가 적극

적으로 발효를 시도하면서 술의 제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2)

오늘날과 같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식수가 보급되기 전

에는 술이 물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음료로 여겨졌다. 현대 의

약품이 나오기 전에 술은 인간의 고통을 누그러뜨려주고 질병을 치료하

는 약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위생이 담보되지 않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감염을 막고자 물 대신 술을 마셨다. 또한 에너지원이 부족했

던 고대에는 높은 열량을 내는 알코올과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술이야말

로 자원이 부족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인류가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에너지 보급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술은 점차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문화의 총체로서 자리매김하며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른다. 인류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하거나 저승으로 떠나보내는 의식인 관혼상제를 치

를 때, 제사나 종교 의식을 치를 때 술과 함께였다. 음주는 환각을 유도

하고, 종교적 의식에서 한껏 고양된 종교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월하

게 해낼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종교와 정치, 법이 분리되지 않았

던 중세 시대까지 술은 곧 권력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1) Patrick Edward McGovern, 『술의 세계사』, 김형근 역, 글항아리, 2016, 48면 

참조; 서현수,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 경영과회계, 2007, 43면 참조.
2) Patrick Edward McGovern, 위의 책, 김형근 역, 2016, 44면 참조.



- 2 -

와 같은 인류문화의 위대한 유적은 노동을 제공하는 일꾼들에게 엄청난 

양의 알코올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룩되었다. 위대한 문학가들과 예술

가들에게 술은 창조의 원천이 되었다.3)

이처럼 인류문명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술은 오래 전부터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져 왔지만, 과음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각

종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근대국가는 법과 제도로서 주류제조와 판

매 등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05년 일제가 을사조

약을 강압에 의해 체결한 뒤,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재원을 조

달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토지개혁과 주류개혁이었다. 

일제는 1905년부터 1908년까지 조선의 주류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토대

로 1909년 2월 ‘주세법’을 제정・공포하였다.4) 이후 주세법의 내용을 구

체화한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이른바 ‘주세령’이 7년 뒤인 1916년 7월 

25일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1일 공포된다.5)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전까지 일반 가정에서 빚어 마시던 술인 ‘가양주’(家釀酒)의 제조는 면허

제로 바뀌었다. 그런데 일제는 가양주 양조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

업적 양조장보다 더 높은 세액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민족문화 말살과 세

원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1918년 

375,757명에 달하던 가양주 양조 면허자 수가 14년 뒤인 1932년에는 단 

1명으로 줄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다.6) 반면, 기업형 주조 공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일제는 기업형 주조 공장에서 본인들이 ‘근대화’된 방

식이라고 주장하는 양조기술을 실험하거나 교육하는데, 실상은 대량생산

과 대량유통을 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양조기술의 진정한 

과학화와 다양화, 그리고 과거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인문향이 담긴 고

3) Patrick Edward McGovern, 앞의 책, 김형근 역, 2016, 591면 참조.
4) 서현수, 앞의 책, 2007, 53면 참조.
5) 이화선․구사회, “일제강점기 주세령(酒稅令)의 실체와 문화적 함의”, 『한국의 

술 100년의 과제와 전망』, 25~66면, 향음, 2017, 30~31면 참조.
6)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25), 758~759면․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33), 588면, 이화

선․구사회, 위의 논문, 2017, 34~3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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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술 문화는 퇴보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값

싸고 저급한 식용 알코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다.7) 조선시대까지 번창하였던 우리나라의 고유한 양조기술은 일제치하

에서 깊은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각 문중과 지역마다 특색을 지녔

던 전통의 술맛과 양조 문화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토속주의 

침체기는 광복 이후에도 장기간 계속되어 지금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하

고 있다.

우리의 술 문화 전반이 말살되는 동안 반대급부로 일제의 조세 수입은 

급증하였다. 일제가 조선에서 거두어들인 조세 수입 가운데 주세가 차지

하는 비중이 1910년 1.8~2.0%에서 1935년에는 30.4%로 급격히 상승하였

다. 주세로 거두어들인 세수의 비중이 전체 조세 수입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 것이다.8) 이처럼 일제의 식민 지배와 수탈의 일환으로서 

주류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류에 관한 행정

법제는 주류문화의 발전 진흥, 소비자의 건강 증진보다는 오로지 주조 

권한에 대한 ‘규제’와 수익에 대한 ‘과세’에 치중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

다. 이러한 단적인 예로 주류면허 관리, 판매허가 등과 같은 주류행정에 

대한 법률규정이 주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주세법’의 일부로 규정되

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입법례를 택하고 있는 나

라는 주요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9)

주세와 주류행정의 일원적 규율은 단순히 주류문화의 침체를 초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주세법

은 세법의 일종이고 우리의 법제는 세법과 관련하여 행정법적 쟁점이 발

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은 일반행정법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7) 이화선․구사회, 앞의 논문, 2017, 53면 참조.
8)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가운데 1910년 통계는 ‘주세 수납액’과 ‘내국세 및 역둔토 

수입 수납액’을, 1935년 통계는 ‘주세’와 ‘국세 수납액(1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9) 이은경․이정미․마정화, 『주세법상 주류행정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106~1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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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세법의 독자적 규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10) 그런데 세법

의 일종인 주세법에서 주류제조면허 관리와 같은 주류행정도 규율하다보

니 이러한 주류행정에 대한 법적 규율은 세법의 독자적 규율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법의 일반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특히 

주류면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주류행정에 대해서도 조세법률주의를 엄

격히 적용하여 불문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11) 여부 등의 문제가 파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국

내의 연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12)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프랑스법상 포도주의 ‘원산지

표시 승인’(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을 중심으로 주류행정법

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포도주 행정법제는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됐을 뿐 아니라, 세밀한 규정과 함께 풍부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된다. 그 결과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다른 포도주 생산국가

로 하여금 프랑스의 법제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프랑스 포도주 행정법제는 유럽연합법과 각종 국제조약 및 협정의 기초

가 되었다. 프랑스 포도주 행정법제는 포도주 못지않은 국제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법제도는 이를 통해 그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여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며, 나아가 

그러한 법제도를 다른 국가에 전수함으로써 당해 개별국가 내에서도 유

리한 지위를 선점하게 된다13)는 점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10) 이동식, “주류면허 관련 행정법적 이슈들에 대한 법적 규율”, 법학논고 제59
집, 63∼89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63면 참조.

11) 서현수, 앞의 책, 2007, 93-95면 참조.
12) 이동식, 위의 논문, 2017; 이영동, “주류면허와 필요적 전치주의”, 조세법연구

제12집 제1호, 274~316면, 한국세법학회, 2006; 박명호․문예영 공저, 우리나라

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7 등이 있다.  
13)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정법연구 제

48호, 83~112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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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이 단순히 정부의 규제를 받는 지위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이뤄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운영에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며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규제

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며,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public 

consultation)를 거치면서 규제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규제 상대방

의 수용가능성 또한 제고되기 때문이다.14)

이와 더불어 프랑스에서는 포도주 산업의 경제적 규모에 힘입어 포도

주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에 관한 수많은 행정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어

떠한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포도주 수출과 수입에 엄청

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 포도주의 깊은 맛과 향

만큼이나 최고 행정재판소인 ‘꽁세유데따’(Conseil d'État)에 의한 판례 법

리가 하루하루 숙성을 거듭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포도주 행정법제를 우리나라의 주류행정법제와 비

교하여 고찰한 뒤, 우리나라 주류행정법제의 한계를 짚어보고 발전 방향

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술의 품질을 높이고 침체된 전통 

양조문화를 되살려 궁극적으로는 우리 술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기준과 제도 마련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대 로마

의 작가이자 박물학자였던 대(大) 플라니우스가 남긴 격언인 ‘포도주 속

에 진실이 있다’(in vino veritas)는 말처럼 포도주 행정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인류 보편의 지혜로서의 행정법원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14) 최계영, “의견수렴의 최근 동향 : 독일, 프랑스, 영국에 대한 OECD의 평가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4집 제2호, 125~132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

터, 2011, 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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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프랑스는 포도주 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법적 제도와 규정을 마련

하고 있다. 포도나무의 식재에서 시작하여 포도의 수확, 수확된 포도의 

분류, 포도주의 발효와 숙성, 병입(甁入), 그리고 병입한 포도주에 승인된 

원산지를 표시하여 이를 시장에 출품하고 유통하는 전 과정에 행정이 관

여하고 있다. 포도주와 관련된 공법적 개입과 더불어 지식재산권법은 포

도주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15)

본고에서는 광범위한 포도주 법제 가운데 ‘원산지표시 승

인’(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과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포도주의 품질과 개성은 생산지역의 토양과 밀접

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원산지표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포도주의 거래가격이 정해질 때나 소비자가 포도주를 선택할 

때, 포도주의 생산지역과 포도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프랑스 행정법상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의 개념과 법

적 성격, 행정청의 심사 및 승인절차, 이에 대한 불복 및 구제 절차, 이

에 대한 행정소송을 살펴본다.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소개한다. 아울러 프랑스 포도주

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와 우리나라의 술 품질인증 제도를 비교할 것

이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보자 한

다.

제1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프랑스 포도주 행정법제에 대해 살펴보기 전

에 예비적 고찰로서 술의 의의와 규제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이후 주세

와 주류행정의 이원적 법제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국내법과 외국의 입

15)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Droit de la vigne et du vin : Aspects 
juridiques du marché vitivinicole, 2ᵉ éd., Féret, 2010,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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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례를 비교할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법상 포도주의 법적 개념과 요

건을 살펴볼 것이다.

제2장에서는 프랑스법상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의의를 살

펴본다. ‘원산지표시 승인’의 상위 범주로서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연혁

과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에 따른 포도주의 등급분류체계

를 간략히 소개한다. 그런 뒤 ‘원산지표시 승인’의 법적 개념과 성격, 상

표권과의 차이점 등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원산지표시 승인’의 요건과 절차 및 효과를 살펴본다.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떼루아르’ 개념을 중심으

로 고찰한 뒤, 승인의 구체적 절차를 소개한다. 이후 승인의 법적 효과로

서 포도주 원산지표시에 대한 보호적 기능을 소개한다. ‘원산지표시 승

인’이 갖는 배타적이고 보호적인 기능과 더불어 토지사용권의 양도 및 

도시계획의 사전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하여 이뤄지는 행정소송의 구체적 

실제를 살펴본다.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행정소송의 주된 유형인 월

권소송에 관하여 대상적격, 원고적격, 심사척도, 심사강도의 네 가지 기

준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국내법상 술 품질인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 

뒤, 현행 술 품질인증 제도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특히 현행법에서 조

세법의 일부로 편제되어 있는 주류행정이 독립된 별도의 법제로 발전하

여야 할 필요성을 논하고 이를 토대로 주류행정의 발전방향과 지향점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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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예비적 고찰
제1절 주류행정법에 대한 문제의식
Ⅰ. 술의 개념 
우리 법에서 ‘술’에 관하여 개념을 정의한 법규는 많지 않다. 다만, 주

세법은 주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과 세율, 그리고 주류

제조와 판매업 면허의 요건 등을 규정하면서, ‘주류’와 ‘전통주’에 해당

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주세법 제3조 제1호는 “‘주류’란 다

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서술하면서 ‘가’목에서 “주정(酒精)”을, 

‘나’목에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 이와 함

께 동법 제1의2조는 “전통주”에 해당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가’목의 “주정(酒精)”이란 ‘에탄올(ethanol)’을 뜻하는데, ‘에탄올

(ethanol)’은 “에탄의 수소 원자 하나를 하이드록시기로 치환한 화합물로

서, 특유한 냄새와 맛을 가지고 인체에 흡수되면 흥분이나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정의된다. ‘나’목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와 관련하여 ‘알코올분 도수’는 “알코올 음료에 대한 에탄

올의 부피 농도를 백분율(퍼센트)로 표시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

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술의 개념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취

하는 음료”라는 사전적 의미 크게 다르지 않고 할 것이다.

Ⅱ. 술의 기원
술은 인류가 만든 가공식품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태초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술은 인류

가 목축과 농경을 시작하기 이전인 수렵・채취 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으

로 추정된다.16) 당분을 함유한 과실이 땅이나 바위에 떨어져 공기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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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와 만나 발효되어 알코올을 함유하는 액체로 변한 과실주의 형태가 

술의 시작으로 보인다.17) 술을 만드는 데는 물, 당분, 효모가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섭씨 20~30도의 온도가 

유지되면 알코올 발표가 일어나는데, 과실은 수분이 80~90%에 달하며 

당분이 10~15% 들어 있는데다 그 껍질 부분에는 효모균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과실에는 술을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자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며 태초의 술은 과실주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에 있다. 이는 숲에서 살아가는 원숭이들이 도토리와 머루 등으로 술을 

만들어 마셨던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18) 

술은 각 문명의 신화에도 종종 등장한다. 그리스 신화에는 디오니소스

(Dionysus), 로마 신화에는 바쿠스(Bacchus)라고 불리는 포도나무와 포도

주의 신이 등장한다. 이 신은 대지의 풍작을 관장하는 신으로 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여행하며 각지에 포도재배와 양조법을 전파했다고 

전해진다. 이집트 신화에서 신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꼽히는 오시리스

(Osiris)는 지하세계와 풍요의 신으로서, 보리로 술을 빚는 법을 가르쳤다

고 전해진다. 또 구약성서 의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하느님

이 노아에게 포도의 재배방법과 포도주의 제조방법을 전수했다고 기록되

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하나라의 시조 우왕 때 의적이 처음 곡류로 술을 

빚어 왕에게 헌상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 후 의적은 주신으로 숭배되고 

그의 이름은 술의 다른 명칭이 되었다.19)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시조

인 주몽의 탄생과 건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몽 신화'에 술을 마

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가 물의 신 하백에게 

16) Clarence Hodges Patrick, Alcohol, Culture and Society, AMS Press, 1970, 
26~27면 참조.

17) Pierre Fouquet․Martine de Borde, 『술의 역사』, 정승희 역, 한길사, 2000, 32
면 참조.

18) 노성환, “술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비교민속학』 제13집, 511~541면, 비교민

속학회, 1996, 516~517면 참조.
19) Iain Gately, Drink : A Cultural History of Alcohol, Gotham Books, 2009, 

16~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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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딸 유화와의 결혼을 간청하자, 하백이 해모수에게 술을 권해 해모

수를 취하게 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다.20) 

술은 종교와도 밀접한 관련을 보여 왔다. 주술사들은 신을 영접할 때 

그들의 능력을 한껏 고양시키기 위해 술을 마셨고, 거의 모든 종교 의식

에는 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베다 시대에는 소마(soma)주를 

빚어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있었고, 가톨릭에서는 포도주가 예수피의 상

징이라 하여 사제가 미사 중에 포도주를 마신다. 또한 술은 어느 문화권, 

어느 나라에서나 관혼상제와 같은 의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21)

이처럼 인류 역사와 함께 해 온 술의 종류는 시대별로 주식의 종류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해 왔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수렵·채취 시대의 

술은 과실을 발효시켜 만든 과실주였지만, 유목 시대에는 가축의 젖을 

발효한 젖술이 만들어졌다. 이후 농경 시대에 들어서는 곡물을 발효시켜 

빚은 곡주가 탄생했다. 청주나 맥주와 같은 양조주는 녹말을 당화시키는 

방법을 발견한 후에야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소주나 위스키와 같은 증류

주는 가장 후대에 와서 빚어진 술이다.22) 

Ⅲ. 주세법상 술의 분류
우리나라 주세법은 술을 크게 ‘주정’과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

류’로 분류하고 있다. ‘주정’은 전분 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 이상으로 증류한 순수 에탄올을 말한다. 주로 

물에 희석하여 살균 및 희석식소주의 제조 등에 사용한다. ‘발효주류’에

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가 있으며, ‘증류주류’에는 소

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가 있고 그 이외의 주류에 해당하

20) 정대영, “한국의 술, 대안 찾기 : 우리 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한국

의 술 100년의 과제와 전망』, 향음, 2017, 93~94면 참조.
21) Iain Gately, 앞의 책, 21~26면 참조.
22) 서현수, 앞의 책, 43~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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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술은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Ⅳ. 주세와 주류행정 분리의 필요성
술은 인류문명에 꼭 필요하며 문화, 예술, 철학의 발전에 긍정적 가능

을 수행해 왔지만, 과음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인간을 

취하게 하는 향정신적 특성 때문에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술의 제조나 판매, 음주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가 주류를 규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류

의 제조, 판매면허 제도를 통해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주류를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에 세금을 부

과함으로써 주류 소비행위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가 주류행정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주세에 관한 문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류행

정은 주류제조나 판매면허 제도 등의 ‘산업규제 제도’, 주류의 품질 및 

안전 관리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관리제도’, 주류광고 규제

나 음주운전 규제, 음주허용 연령에 대한 규제 등의 ‘소비자 보호제도’ 

등이 있다.23)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대한 일반행정적 관리의 문제와 조세행정은 

분리하여 규율하는 입법례가 채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와 일

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주류행정과 주세

행정의 문제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이원적 법체계를 확립하고 있

다.24) 이러한 이원적 체계는 국내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담배

의 경우이다.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 제3장에서 담배의 제조, 판매 및 

수입과 관련하여 허가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은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3) 서현수, 앞의 책, 89~90면 참조.
24) 이은경․이정미․마정화, 앞의 책, 2012, 106~112면 참조.



- 12 -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담배제조 허가 

업무를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담배에 대한 

조세행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와 별표에서 그 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하

고 있다.

제2절 프랑스법상 포도주의 개념
Ⅰ. 포도의 발효
‘포도주(vin)’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 vêna(사랑받는)에서 왔으며, 이

는 포도주를 가리킬 때 라틴어로 vinum, 영어로 wine, 독일어로 Wein, 이

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vino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vinho라고 하

는 인도와 유럽어 단어들의 유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발의자의 이름을 

딴 ‘그리프 법률’(Loi Griffe)이라고 종종 불리는 1889년 8월 14일의 법률

의 제정 이후로 포도주는 “생포도 혹은 생포도 즙의 발효로만 만들어지

는 생산품”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법에서 ‘포도주’의 개념은 법

적으로 명확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1936년 12월 1일에 포고된 법령의 

포도주법 제1조에서도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25) 

 이후 그리프 법률은 폐지되었지만 유럽공동체법에 의해 유사한 정의

가 다시 사용된다. 즉, ‘포도주’라 함은 오직 압축되거나 압축되지 않은 

생포도 또는 포도즙을 원료로 해서, 전적이거나 부분적인 알코올 발효만

을 거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말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정의이다. ‘국제포

도주기구’(OIV,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Vine and Wine) 역시 1973년 

이후로 포도주를 “오로지 압축되거나 압축되지 않은 생포도 또는 포도즙

의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알코올 발효의 결과로 만들어진 음료”라고 동

일하게 정의하며 이를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알코올

25)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2~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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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가 7도 이하로 낮아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8.5도의 도

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포도주를 규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바로 알코올 발효의 존재, 즉 

‘당류가 곰팡이의 일종인 효모를 통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변화하는 

것’과 ‘생산품의 원료가 오직 포도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26)

이처럼 프랑스어로 ‘뱅’(vin), 영어로 ‘와인’(wine), 독일어로 ‘바

인’(wein),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비노’(vino) 그리고 포르

투갈어로 ‘비뇨’(vinho)라고 하는 명칭은 엄격하게 포도로만 만들어진 술

에만 붙일 수 있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굳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유럽 각지에서 사과나 꿀 등 다른 원료로 만든 술에 이른바 ‘와인’(wine)

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와인’(wine) 명칭의 사

용 여부를 둘러싸고 각 회원국 사이에 분쟁이 유발되어 결국 유럽연합재

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27) 유럽연합재판소는 우선 ‘와인’(wine)이라

는 용어가 포도의 알코올 발효로 만들어진 생산품만을 가리킨다는 것이 

기본원칙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사과 와인’과 같이 ‘포도가 아닌 특정 

과일의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료’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당 

과일의 이름을 ‘와인’(wine)의 명칭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또는 ‘와인 식

초’와 같이 ‘와인’(wine)을 포함하는 다른 합성명칭의 경우에는 기본원칙

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와인’(wine)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유럽연합 규칙의 범위 내에서 허가되는 사용인지를 각 회

원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하여 회원국 관할로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각 회원국이 ‘와인’(wine) 명칭의 폭넓은 사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들이 공동 법규에 의해 정의된 엄격한 의

미의 ‘포도주’와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다.28) 

물론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뱅’(vi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6)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1면 참조.
27)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4~65면 참조.
28) Règlement (CE) n. 479/2008, 29 avril 2008, ar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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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생포도만을 원료로 발표시켜 일정한 분도의 알코올이 생성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아펠바

인’(Apfelwein, 사과와인)이나 영국의 ‘체리와인’(cherry wine, 버찌와인)과 

같이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다양한 원료를 발효시켜 만든 술에 ‘와

인’(wine)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29)

Ⅱ. 알코올 도수가 0도 이상이어야 할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법에 의하여 엄격한 의미의 ‘포도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알코올 도수가 필요하다. 유럽공동체

법은 유럽 내의 일조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포도재배지역에 따라 서로 다

른 최소 알코올 도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최소 알코올 도수는 생산지역

과 포도주의 질적 분류에 따라 4.5도에서 9도 사이에 머문다. 알코올의 

최대 도수 역시 같은 이유로 15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다. 다

만, 일조량이 부족한 헝가리에서 생산된 포도주 ‘Tkaji eszencia’ 또는 

‘Tokajská esencia’의 경우는 4.5도 이하의 알코올 도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외가 허용된다.30) 

그런데 프랑스 남부 지역인 ‘카르카손’의 한 포도주 생산업자가 ‘무알

코올 0도 포도주’를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무알코올 0도 포도주’의 적법

성에 관하여 법적 논쟁이 붙게 되었다. 이 포도주 생산업자는 결국 경범

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카르카손 재판소는 유럽연합재판소에 선결

문제의 판단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재판소는 또다시 무알코올 

포도주의 적법성 문제에 관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유럽연합재판소는 앞

서 살펴본 ‘와인’(wine) 명칭에 관해 기본원칙을 완화한 것과는 달리 이

번에는 “포도주는 최소한의 알코올 도수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엄격하

게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포도주는 오로지 알코올 발효에 의해 만들어

29)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5면 참조.
30)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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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하고 발효된 포도주로부터 알코올을 추출하여 무알코올 상태로 만

드는 것은 허가된 양조법이 아니다.”라고 설시하였다.31)

Ⅲ. 허가된 포도나무 품종
1. 유럽연합법 규정

포도나무는 생물학적으로 포도나무과 포도나무속32)에 속하는 덩굴성 

관목이다. 포도나무과에는 60여 종의 포도나무속이 있다. 이 60종의 포도

나무속 가운데 유럽종 포도나무속인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만이 

‘원산지표시 보호’(AOP, l’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33)를 받는, 품질이 

보증된 포도주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원산지표시 보호를 받지 

않는 하위 등급의 포도주에는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와 다른 속

과의 교잡으로 생겨난 포도나무속을 사용하여 양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포도주들은 원산지표시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지리적 표시 보

호’(IGP, l’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로 분류되거나 ‘지리적 표시가 

없는 포도주’(SIG, le vins sans indication geographique)로 분류되어 덜 엄

격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의 품종과 원산지표시 

체계를 분류하고 결정하는 것은 각 회원국의 소관이며, 포도주의 연간 

생산량이 5만 헥토리터(hl)를 넘지 않는 국가들은 포도주 원산지를 엄격

하게 분류하여 표시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

모 생산 국가라 하더라도 포도주 생산에 사용되는 포도품종은 ‘국제포도

31) CJCE, 25 juillet 1991, C-75/90.
32) 스웨덴의 박물학자 ‘칼 폰 린네’(Carl von Linné, 1707~1778)가 1735년 출판한 

『자연의 체계(systema naturae)』에서 처음 고안된 ‘이명법’(二名法, binominal 
nomenclature)에 따르면 식물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 역(域, Domain) > 계
(界, Kingdom) > 문(門, Phylum Division) > 강(綱, Class) > 목(目, Order) > 과
(科, Family) > 속(屬, Genus) > 종(種, Species)

33) 유럽연합 규칙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호되는 최상급의 포도주

로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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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구’(OIV,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vigne et du vin)에서 확정한 

목록에 등록된 포도품종이어야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경우에는 국제포도주기구(OIV)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국제

식물유전자원위원회(IBPGR)가 작성한 목록에 등재된 포도나무 품종만이 

인정된다.34)

그러나 포도주의 연간 생산량과 관계없이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

럽연합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음의 여섯 가지 품종을 사용하여 양조

할 수 없다. 금지되는 포도나무 품종은 ‘노아’(noah), ‘클링턴’(clinton), ‘에

르브몽’(herbemont), ‘이자벨’(isabelle), ‘쟈크(jacquez), ‘오셀로’(othello) 등 

여섯 가지이다.35) 이들 포도나무 품종은 미국종 포도나무 속인 ‘비티스 

라브르스카’(vitis labrusca)와 ‘비티스 리파리아’(Vitis riparia)의 교잡으로 

생겨난 품종들로서, 1865년부터 1885년까지 유럽 전역에 진드기의 일종

인 ‘필록세라’(phylloxéra)가 창궐하여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속을 

재배할 수 없게 되자 유럽 포도나속과 미국 포도나무속을 교잡하여 만들

어낸 품종이다. 그런데 교잡으로 만들어진 포도나무 품종의 생산성이 지

나치게 뛰어난 나머지 1930년 프랑스에서는 포도와 포도주가 과잉 생산

되어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1935년 프랑스에서는 당시 많이 재배되던 여섯 가지 교잡 포도나무종의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렀다.36) 이후 2003년 프랑스에서는 이러

한 금지조항을 담고 있는 이른바 ‘포도주 법전’(Code du vin)이 2003년 9

월 1일 데끄레(2003-851)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되면서 위의 여섯 가지 포도종 재배에 관한 금지조항 역시 효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금지조항은 유럽연합규칙에 여전히 남아 있게 

34)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2면 참조.
35) Règlement (CE) n. 479/2008, 29 avril 2008, art. 24.
36) 포도주법전(Code du vin) 제96조 : L'interdiction visée à l'article précédent 

s'applique aux cépages énumérés ci-après, quelle que soient les dénominations 
locales qui leur sont données ; Noah, Othello, Isabelle, Jacquez, Clinton, 
Herbem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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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이러한 재산권의 제한에 관하여 유럽재판소는 1979년 12월 13

일 판결을 통해 “재산권의 제한은 ‘공적이익’(l’intérêt général)의 관점에서 

정당하다(légitime).”라고 판시하였다.37)

2. 프랑스법 규정

프랑스에서는 2009년 2월 20일 제정된 아레떼(l’arrêté)를 통해 식목(la 

plantation)을 허가받은 포도나무의 품종(le cépage)을 분류하고 있다.38) 여

기서 분류의 대상이 된 품종이란 앞서 언급한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와 같은 ‘포도나무속’이 아니라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속

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포도나무종’에 해당하는 것이다. 2009년 아레떼

에 따르면 포도나무 품종은 총 네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우선 첫 번째 

품종으로는 ‘밑그루’(les porte-greffes)라고 불리는 것이다. 필록세라와 같

은 병충해에 저항력이 강하고 다양한 종류의 떼루아르에 적응력이 있는 

포도나무로서, 다른 포도나무를 접목시키기 위한 뿌리, 즉 밑그루로 제공

되는 용도의 포도나무이다. 두 번째로는 ‘양조용 또는 발효용 포도’(les 

raisins de cuve)로서, 대부분 포도주 양조에 쓰이며 그 외에 증류주

(l’eaux-de-vie)나 포도주스(le jus de raisin), 포도식초(le vinaigre)를 만들기 

위해 재배되는 포도나무가 있다. 세 번째로는 ‘식용포도’(les raisins de 

table)로서 포도나무 과실을 생으로 먹기 위해 재배되는 포도나무이다. 

마지막으로 ‘승인된 포도나무’(les raisins d'agrément)가 있는데, 이는 국립

농업연구소(INRA, l'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에서 품종

개발 등 연구 목적으로 교배하기 위해 재배되는 포도나무이다. 이 포도

나무에서 수확된 포도는 상업적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분

류는 ‘포도나무 품종 공식 목록’(le catalogue officiel des variétés de vigne)

에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포도나무 가운데 양조 또는 

37) CJCE, 13 décembre 1979, C-44/79.
38) Arrêté du 20 février 2009 relatif au classement des variétés de vigne de raisin 

de c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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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용과 식용으로 분류된 품종을 한 곳에 동시에 식목하는 것은 해당 

아레떼 부록의 명단에 기재된 몇몇 지방에서만 허용된다. 포도나무 식목

과 관련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목된 포도나무를 강제로 뽑도록 

하는 행정강제 또는 과태료나 벌금형으로 제재를 받는다.39) 

 2009년의 아레떼 이전에는 포도나무 재배자에게 식목에 있어서 품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각 지역별로 식목이 허가된 포도나무 품종의 

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이 목록은 폐지되

었고, 가장 낮은 등급의 포도주인 ‘지리적 표시 없는 포도주’(VSIG, les 

vins sans indication géographique) 양조를 위한 포도나무는 양조용 또는 

발효용 포도로 등록된 품종이라면 어떠한 품종이라도 본토 전체에 심을 

수 있게 되었다. 지리적 표시 없는 포도주에 사용되는 모든 품종의 포도

나무를 자유롭게 식목할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이는 프랑스 포도나무 

재배 역사에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혁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종에 

따라 포도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Ⅳ. 허가된 포도주 양조법
프랑스의 권고에 따라 유럽공동체 규칙에 의해 채택된 기본원칙에 따

르면 허가되지 않은 모든 양조법은 금지된다. 무엇이 허가된 양조법인지

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국제포도주기구(OCM, l’organisation commune du 

marché vitivinicole)가 허가된 양조법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이 허용

되는 포도주 허용 품목의 목록을 정하였다. 이후 양조법에 관한 새로운 

유럽공동체 규칙이 2009년 7월 1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었

는데, 국제포도주기구의 기존 규정들과 함께 허가된 양조법에 관한 기본 

방침이 되고 있다.40) 각 회원국은 이 외에도 자국의 영토에서 생산되는 

포도주가 원산지표시 보호(AOP, l’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또는 지리

39)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2면 참조.
40) Règlement (CE) n. 606/2009, 10 juille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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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시 보호(IGP, l’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의 혜택을 받거나 ‘발

포성 포도주’(les vins mousseux) 또는 ‘뱅 드 리퀴르’(les vins de liqueur)

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거

래되는 제3국 포도주의 경우에는 양자 간 협정의 내용이 예외를 정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양조법의 제한은 기본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

된다.41) 

그런데 이러한 허가 또는 금지의 내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기도 한다. 그 예로, 오크나무 대팻밥을 이용한 포도주 양조법은 

전통적으로 금지되어 왔지만, 2006년 10월 11일 제정되고 2006년 10월 

12일에 발효된 유럽공동체 규칙 1507/06에 의해 새롭게 인정되었다. 다

만 포도주 라벨에 ‘참나무통에서 숙성’이라는 종류의 표현을 기재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양조법과 관련하여 ‘물의 첨가’와 같은 것이 

문제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포도주의 정의와도 관련되어 문제가 된

다.42)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포도주의 7%까지, 특정 주에서

는 최대 35%까지 물을 첨가하여 양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미국 내

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럽국가들의 전통적인 양조

법과는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은 2005년 9월 14일

에 서명된 협정을 통해 미국의 이러한 양조법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

다.43)

41)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6면 참조.
42) Règlement (CE) n. 479/2008, 29 avril 2008.
43)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5~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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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프랑스법상 포도주 원산지표시 제도의 의의
제1절 원산지표시 제도의 연혁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l’appellation d’origine contôlée)에 관해 살펴

보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된 ‘원산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제도의 

연혁과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Ⅰ. 원산지표시 개념의 등장
1. 고대

‘원산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의 관념은 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

부터 존재한 개념이다. 원산지표시 개념이 반영하고 있는 실제, 즉 원산

지와 특정 ‘떼루아르’(terroir)에서 유래된 특징을 갖는 제품을 구별하는 

표시의 존재는 고대부터 널리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관념은 포도주나 

농수산품, 식료품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적용되는데, 그 예로는 파로스 

섬의 대리석, 프리기아의 대리석 또는 고대 그리스에서 의식을 거행했던 

코린트 산 청동이 있다.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단연 포도주이다. 포도주의 원산지, 제조 년도, 양조 책임자, 특성과 품질

이 기재된 포도주 단지가 기원전 1532년 경 투탕카멘의 묘에서 발견되기

도 했다. 이러한 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호들의 기록에 잘 드러나 

있다. 고대 로마제국의 학자이자 대문호였던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세쿤

두스(Gaius Plinius Secundus)는 당대의 포도주 전문가로 불렸는데, 자신의 

저서 『박물지』(Naturalis Historia)에서 서기 1세기 무렵 로마제국과 인

접 국가에서 생산된 포도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놓았다. 『박물지』에

44)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2~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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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1종의 일반 포도주, 50종의 고급 포도주, 38종의 수입 포도주 총 179

종의 포도주 목록이 쓰여 있는데, 플리니우스는 이 포도주들을 원산지별

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겼다. 또한 프랑스 보르도 아키텐 지방에서 이뤄

진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보르도에서 2천 년 전에 상급의 포도주가 양조

되어 가장 좋은 포도주는 특정한 암포라(Amphora)45)에 담겨 로마까지 보

내졌음이 밝혀졌다.46) 이 때 암포라에는 당시 집정관의 표시로 상급 포

도주의 원산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성경에도 엔게디(En-Gaddi), 바알하몬

(Baal-Hamôn), 헬본(Helbôn) 포도주 등 레바논 포도주의 명성이 거론된다. 

이러한 포도주 원산지와 포도주 품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표시는 특정 

포도원이나 지역의 양조자들이 생산한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다른 지역

의 생산품들과 구별되도록 하여 포도주의 품질을 공증하는 데 있었다. 

현대 법체계의 다양한 종류의 ‘품질 인증제도’의 시초인 것이다. 뿐만 아

니라 고대에 포도주는 막대한 부를 상징했기 때문에 포도원은 엄격한 형

법적 보호를 받아왔다. 포도 도둑과 포도원의 약탈자들은 엄벌에 처해졌

고 이에 대한 몇몇 역사적 자취를 파라오시대의 이집트부터, 특히 로마

법과 프랑스의 옛 법에서 찾을 수 있다. 1810년의 형법은 포도원을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정 법률까지 포함하고 있다47).

2. 앙시앙 레짐

절대왕정 시기인 16세기와 17세기에는 부르고뉴나 보르도의 와인과 노

45)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널리 쓰였던 항아리의 한 종류로서 ‘두 개의 손

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몸통은 긴 타원형이며 목 부분에서 몸통에 걸쳐 세

로 형태로 된 두 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다. 대부분 동그란 손잡이가 붙은 뚜껑

이 있다. 주로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이 외에 곡식이

나 생선의 운반, 저장 등에도 사용되었다. 또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

지는 상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46) Frédéric Berthault, Aux origines du vignoble bordelais : il y a 2000 ans, le vin 

à Bordeaux, Féret, 2000, 58~97면 참조.
47)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2~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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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망디의 능금주, 마인츠의 햄, 앙제의 점판암의 명성이 특히 높아졌다. 

당시에는 동업조합의 엄격한 규율 체계와 재무부의 법규를 통해 원산지

표시를 보호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포도주를 특정 형태의, 특별한 

검인을 받은 바리크48)에 넣어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당시의 규제는 특권과 금지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특권을 받은 대

표적 지역은 바로 보르도 지역이다. 당시 보르도 관할구역 내의 거주민

들이 생산한 포도주는 포도 수확시기부터 성 마르탱 축일, 즉 11월 11일

까지의 기간 동안 보르도 항구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판매 독

점권’을 승인받았다. 1342년 에두아르 3세부터 1776년 루이 16세까지 국

왕들은 항상 이 특권을 공개해 확고히 해 왔다.

이러한 특권과는 반대의 형태로 당시의 법규는 특정 사항들을 금지함

으로써 포도주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16세기

부터 18세기 사이의 판결에서 보르도 와인에 ‘haut-pays’라고 하는 갸론 

강과 도르도뉴 강 상류에 위치한 포도원의 포도주를 섞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부르고뉴 공작 필립 르 아르디가 1395년에 가메(Gamay) 포도의 

사용을 금하고 피노(Pinot) 포도를 부르고뉴 레드 와인의 유일한 품종으

로 정한 것 등이다. 또 다른 중요한 금지사항으로는 18세기에 포도가 완

전히 익기 전에 포도 수확을 금지하도록 한 경찰조치가 있다. 국가는 또 

포도주 원산지에 대한 사기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을 약속했으며 14

세기부터 왕이 칙령을 통해 포도주 원산지 사기행위에 개입해 왔다. 포

도주는 르네상스부터 대혁명 때까지 점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매기는 생

산품이 되었고 이러한 점이 국가의 포도주에 대한 감독을 정당화해 온 

것이다.49)

48)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고안되고 사용되어 온 225리터짜리 오크통으로, 포도주

를 발효, 숙성시키는 데 사용된다.
49)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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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에는 장인, 동업조합 간부, 동업조합들이 경제활동의 독

점권을 가졌다. 이들은 소비자가 경쟁 제품들 사이에서 자신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단순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제조업자들만의 고유한 표식을 만들었다. 이러한 고유한 표식을 상품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특정 생산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규

칙’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고유한 표식은 제조된 상품이 동업조

합의 규칙에 따른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역할을 했다. 표식은 주로 

제품의 원산지와 품질을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동업조합은 이러

한 표식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였으며 이러한 표

식은 법에 의하여도 엄격하게 보호되었다. 이러한 동업조합의 표식 체계

는 현대의 ‘원산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 체계와 매우 흡사한 정도

로 발전하였으며 현대 원산지표시 체계의 모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50)

Ⅱ. 원산지표시 보호의 철폐
1. 프랑스 혁명기

혁명 세력은 포도주의 품질과 ‘원산지표시’(l’apellation d’origine)에 관한 

보호를 특별히 대우하지 않았다. 실제로 혁명 전까지 막강한 권한을 과

시하던 장인 및 동업조합 간부는 1791년 3월 17일 제헌국회에 의해 폐지

되었고, 동업조합과 모든 종류의 노동자 집회가 같은 해의 6월 14일 르

샤플리에 법률(Loi Le Chapelier)에 의해 철폐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개인 및 여러 동업조합의 폐지를 비롯하여 이 시기에 끊이지 않았던 

분쟁은 포도주 거래와 품질관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동업조합은 

50)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5~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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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의 원산지와 품질에 관한 업계의 통제를 그 설립목적으로 분명히 

표방해왔으며 실제로 그 기능을 합목적적으로 잘 수행해 왔다고 평가된

다. 과거 기록에서는 매우 놀라운 처벌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이물질을 섞어 만든 포도주를 판매하는 불량한 

선술집 주인들에게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만든 불량한 포도주를 마시도

록 벌을 주는 옛 관습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동업조합 등의 폐지

와 한동안 경제적 개인주의가 열광적이었던 매우 자유로운 경제체제의 

창시는 오히려 품질관리 정책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단적인 예로, 

1789년과 1800년 사이에는 포도주의 원산지표시나 명칭을 보호하는 어떠

한 규칙도 제정되지 않았으며, 오직 혁명력 6년의 ‘제르미날’51) 22일에 

원산지표시의 위조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발견될 뿐이다. 이 법은 원산지

로서 사용된 몇몇 지명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1789년 8월 4일 밤에는 오랜 기간 최고의 명성을 유지해 온 보르도 포도

주의 특권이 철폐되었다. 이 특권은 이전까지 중단된 적 없이 확고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물론 보르도 포도주에 대한 특권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포도 수확시기를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포도주

의 품질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52)

2. 19세기 초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포도주의 원산지와 품질을 자체적으로 규율해 

오던 각종 동업조합 제도가 사라지고, 유명 원산지의 포도주에 대한 특

권이 철폐됨에 따라 19세기 초 포도주의 품질은 낮아졌고 사기행위는 빈

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

을 점차 기울이게 된다. 사기행위를 막는 것은 포도주의 원산지와 품질

을 관리하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특히 과세를 위해 중요

51) 프랑스 혁명력의 7번째 달로 파종하는 달을 지칭한다.
52) Henri Kehrig, Le privilège des vin à Bordeaux, Jean Curutchet, 1984, 2면: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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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824년 7월 28일 법률을 제정하

여 양조자의 이름과 생산지역에 대한 사기행위를 강하게 벌하였다. 이 

법률은 지금의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L. 217-1조와 중복

되는 범위에서만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범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

게 존속한다. 포도주를 다른 제조품과 동일시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포도주 원산지를 법으로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형법은 1832

년 4월 28일의 법률 제423조를 통해 상품의 본질에 대한 사기행위를 처

벌하도록 수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포도주의 품질은 점진적

으로 회복되었고 1855년에 이루어진 보르도 포도주의 등급 분류는 이에 

대한 중요한 반증이 된다.53)

3. 오이듐균과 필록세라병으로 인한 위기

그러나 프랑스 포도밭을 강타한 자연재해는 문제의 양상을 바꾸어 놨

다. 1850년대에는 오이듐균, 1866년부터는 필록세라병이 창궐함에 따라 

유럽 전역의 포도밭 대부분이 병충해의 피해를 입고 사라지기 시작하였

다. 포도밭의 위기는 인공적인 포도주를 만들게 하였으며 기존의 자연적 

방식으로 생산된 포도주의 자리를 빼앗았다. 병충해의 위기를 겨우 극복

하고 자연적 포도주가 시장에 다시 나왔을 때에는 더 저렴한 인공 포도

주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19세기 말에는 인

공 포도주를 자연 포도주라고 속이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사기행위가 도

처에서 일어났다. 당시에는 보르도산 포도주나 부르고뉴산 포도주, 샴페

인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서 포도

주 생산이 맡은 역할만큼이나 국가 경제위기도 심각해져 갔다.54)

53)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6면 참조.
54)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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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기행위 방지 및 원산지 경계설정을 위한 법률
1. 1889년의 상표법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반향은 ‘상표법’ 또는 발

의자의 이름을 따서 ‘그리프 법률’(Loi Griffe)이라고 불리는 1889년 8월 

14~15일의 법률이다. 이 법률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소비되는 포도주의 

본질을 포도주의 이름으로 표시하고, 포도주의 판매에 있어서 사기행위

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법 제1조는 “누구도 생포도의 발효로 만든 

것 이외의 상품을 ‘포도주’라는 명칭 하에 발송하거나 판매하거나 매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7조는 ‘포도주에 단맛을 내거

나 향을 낸 물질을 첨가하는 행위’를 식료품의 ‘섞음질’을 처벌하는 1851

년 3월 27일의 형법에 의해 처벌한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1894년 7월 24

일에 제정된 다른 법은 리큐르 포도주 이외의 모든 종류의 포도주에 물

을 첨가하거나 알코올을 주입하는 행위 역시 식료품의 ‘섞음질’에 해당

한다고 하여 금지하였다.55)

2. 원산지표시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포도주에 대한 사기행위를 방지하고 포도주 

원산지와 품질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 법체계의 기초가 갖추어진다. 

이는 1905년 8월 1일에 제정된 법률의 목적에 잘 드러나는데,56) 이러한 

원칙은 지금의 소비자법전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당시 1905년 입

법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자연적이며 원산지의 특성을 확실히 갖

는 주류만을 ‘포도주’(le vin)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인공적으로 만들

어진 포도주에는 ‘포도주’(le vin)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

게 보장하는 것이었다. 후에 소비자 운동법의 시초가 되기도 하는 이 법

55)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6~77면 참조.
56) Code de la consommation art. L.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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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1조에서 “협약과 관례에 따라 모든 상품의 원칙적으로 유효한 본

질, 중요한 특질, 구성, 농도와 관련하여 상품의 종류나 원산지에 관해 

잘못된 표시가 판매의 주원인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그 종류나 원산지에 

대하여 계약자를 속이거나 속이려고 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1905년 법률은 원산지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를 속이거

나 속이려고 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원산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

를 분명하게 보호하였다. 

1905년 법률은 계약 당사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사기행위만을, 그리고 

그 사기가 판매의 주요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에만 처벌하였다. 

1905년의 법률은 포도 수확지나 포도주 양조지와는 다른 지역의 명칭을 

표시한 포도주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였는데, 이 때 포도주의 원산지표시가 계약의 주요 동기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재판관들은 이를 판단

하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포도주의 몇 가지 객관적 사실들을 고려하였

다. 우선은 ‘가격’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포

도주의 라벨에서 원산지표시가 법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승인받은 ‘원산

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에 해당할 때, 소비자들이 해당 포도주를 더 

많이 구매한다는 점은 포도주의 품질이 그 원산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

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보르

도산 포도주’, ‘부르고뉴산 포도주’, ‘샹파뉴산 발포성 포도주’, ‘코냑산 

브랜디’가 그 원산지표시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포도주라는 점을 소

비자들이 알았더라면 해당 포도주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역시 명백

한 판단근거가 되었다. 1905년 법률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기행위를 처

벌함으로써 포도주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보호적 기능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57)

그렇지만 1905년의 법률은 거짓 영수증을 이용한 사기행위에는 부분적

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도매상인들은 인위적으로 재고

57)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7~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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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풀리고 시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방지하고자 한 랑그독 지역의 포도주 양조자들이 의회에 압력을 넣

었고, 결국 1907년 의회는 포도수확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

다.(CGI, 제407조) 모든 포도주 양조자들은 시장에게 경작하고 있는 포도

밭의 면적, 포도수확량, 생산된 포도주의 양, 이전의 재고 수량과 그 상

태를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러한 의무 신고제는 현행법에서

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여기에 덧붙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원산지의 명칭도 함께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당시 이 법에 규정

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무거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현행법 

역시 포도수확량의 최대 세 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엄격

하게 규정하고 있다. 1907년의 벌금은 100~1000프랑 사이였는데, 1907년 

11월부터 포도와 포도주의 시가가 크게 올랐으므로 이러한 벌금형은 매

우 효과적이었다.58)

3. 행정기관에 의한 원산지 경계설정
1905년 법률은 포도주 원산지에 대한 사기행위를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포도주의 원산지와 품질을 행정법규로 

규율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법률로써 포도주

의 양조와 유통, 판매에 관하여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내용들을 규정함으

로써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토대를 수립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05년 법률은 ‘원산지표시 승인’(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제도의 

근대적 시초로 볼 수 있다. 이 법률은 이후 1907년 12월 3일 제정된 데

끄레에 의해 구체화되어 실행된다. 이로써 특정 원산지에서 수확되고 양

조되어 판매되는 포도주라고 하더라도, 해당 원산지의 본질적 특성을 나

타내지 못하는 포도주에는 원산지 명칭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

만, 예외적으로 ‘...의 소유’(propriétaire à...), ‘포도재배자...’(viticulteur à...), 

58)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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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commerçant à...) 등의 표시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었다.59)

특히 1905년 법률은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를 최초로 하였다. 이로써 단순히 원산지표시를 규제하

는 데 그치지 않고 포도나무의 재배와 포도주 생산 정책에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 예로, 동법 

제11조는 “포도주의 성분, 원산지, 원산지의 명칭 또는 등급 분류의 명칭

을 표시하는 기재사항 및 표시물에 대하여 이 법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

하여 RAP(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가 규정될 것”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포도주 원산지의 경계설정이 꽁세유데따의 자문을 받

아 데끄레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기완결성과 실효성

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동법 제11조는 꽁세유데따의 

정확한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아 입법적 공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은 뒤 1908년 8월 5일 제정된 법률은 조금 더 체

계적으로 개정되기에 이른다. 원산지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지역별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포도주 양조법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각 지역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1908년부

터 1911년까지 3년 사이에 ‘샹파뉴’(1908년)와 ‘꼬냑’(1909년), ‘보르

도’(1911년)라는 유명 원산지의 명칭이 데끄레로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샹파뉴’라는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포도주 생산지역이 매우 제한적

으로만 승인됨에 따라 2년 만인 1910년 폭력적인 시위들이 각지에서 일

어났다. 뒤이어 ‘코냑’이라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제한에 반발하여 프랑스 

남부의 일부 지역과 서부 누벨아키텐 지역의 샤랑트(Charente) 지방에서

도 긴장 상태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승인된 데

끄레들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했다.60)

59)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8면 참조.
60)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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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을 통한 원산지 경계설정

행정기관에 의한 원산지 경계설정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1911년

에는 재판으로써 경계를 설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률

안은 1919년 5월 6일 법률로 제정됨으로써 ‘원산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프랑스 행정법 

역사상 원산지표시에 관한 보호와 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

이다. 이 법률의 내용은 오늘날 소비자법전에 통합되어 부분적으로는 여

전히 유효하지만, 1990년 이후로는 포도주와 농산품을 제외한 분야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 법률

은 원산지의 지리적 영역의 경계를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의 관습’

에 따라 설정할 권한을 민사재판소(le tribunal civil)에 부여하였다. 이와 

함께 각 지역 포도주 양조자조합에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재판에서 변

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후 1927년 7월 22일에는 ‘합법

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교잡된 포도품종의 사용을 금지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점은 승인된 원산지표시가 해당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의 공동의 자산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61) 

Ⅳ. 원산지표시 승인 등급의 창설 
지롱드의 상원의원인 요셉 카퓌(Joseph Capus)의 발의에 따라 1935년 7

월 30일 포도주를 원산지표시에 따라 등급화하는 내용의 ‘법률수권명

령’(décret-loi)이 제정되었다. 이는 포도주 원산지표시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혁이다. 1935년의 법률수권명령을 통하

여 이른바 ‘원산지표시 승인’(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이라는 등급

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포도주와 증류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국가위원

61)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9~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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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Comité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des vins et eaux-de-vie)가 ‘공

공시설법인’(l’établissement public)으로 설립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위

원회는 이후 1947년 7월 16일의 데끄레(47-1331)에 의하여 국립원산지표

시기구(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1935년의 법률수권명령에 따르면, 포도주와 증류주가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생산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는 

관련 양조자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0세기에 들어와 처음으로 

포도주의 ‘품질’이라는 용어가 본문에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1935년부터이다.62) 

제2절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개념
Ⅰ. 원산지표시의 개념
‘원산지표시 승인’(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제도의 개념을 살펴

보기 위하여서는 ‘원산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에 관하여 먼저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두 제도가 적용 영역이나, 요건, 효과 면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원산지’ 개념에 관하여 동일한 법적 정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원산지표시 제도에서 시작

되어 분화된 것이므로 원산지표시 제도를 선제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원

산지표시 승인 제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먼저,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의는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L. 

43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표시는 국가, 지역 혹은 마을의 명칭으로서, 그곳을 원산지로

하면서 품질과 특징이 자연적, 인간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62)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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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래한 생산품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63)

이 규정을 살펴보면, 표시가 허용되는 ‘원산지’란 우선 ‘상품이 생산된 

지역으로서 국가, 지역 혹은 마을의 명칭’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명칭은 

행정구역상의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생산품의 특성

이 원산지의 자연적, 인간적 요인의 총체인 지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

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개념요소 가운데 후자인 ‘지리적 환

경과의 관련성’이 특히 문제된다. 표시의 대상인 원산지가 생산품의 본

질적 특성에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비법전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정의 규정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에 관한 협정」(ADPIC, Aspects des droit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qui 

touchent au commerce)에 규정된 ‘지리적 표시’(l’indication géographique)의 

정의와도 양립할 수 있지만, 이보다 좀 더 까다로운 개념이다. ‘원산지표

시’의 대상이 되는 생산품은 그 품질이나 특징이 자연과학과 지리학, 지

질학, 토양학, 기후학적 요인뿐 아니라 지역의 관습적이고 인문학적인 요

인들의 총체인 ‘떼루아르’(le terroir)에서 유래되어야하기 때문이다.64) 

소비법전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정의는 후술할 원산지표시 승

인의 요건을 정한 농업법전(Code rural) L. 641-5조와 지식재산권법전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 721-1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는 1958년 10월 31일의 리스본 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원산지의 개념

과도 부합하며, 1966년 7월 6일의 프랑스 법률(loi n° 66-482)에도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 7월 2일의 법률로 인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는 천

연 또는 가공된 농수산품이나 식료품 이외의 분야에만 적용되도록 규정

63) Code de la consommation L. 431-1 : Constitue une appellation d'origine la 
dénomination d'un pays, d'une région ou d'une localité servant à désigner un 
produit qui en est originaire et dont la qualité ou les caractères sont dus au 
milieu géographique, comprenant des facteurs naturels et des facteurs humains.

64)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40면 참조.



- 33 -

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65)

Ⅱ. 원산지표시 승인의 개념
1. 프랑스법 규정

(1) 포도주․농수산품․식료품에 대한 승인

1990년 7월 2일의 법률 이전에는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가 전술한 원산

지표시 제도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즉, 원산지와 생산품 사이

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생산품 중에서 

원산지와의 관련성이 더욱 긴밀하고 생산조건이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통

제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승인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1990

년 7월 2일의 법률로써 두 제도의 ‘적용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게 되었

다. 이로써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포도주를 비롯한 모든 농수산품과 

식료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제도는 그 이외의 생산품을 대상으로 하

게 되었다. 현재 농수산품과 식료품에는 원산지표시 승인이 아닌 다른 

어떠한 형태의 원산지표시도 사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 본 원산지표시와 마찬가지로, 원산지표시 승인의 경우에도 

소비법전 L. 431-1조와 리스본 협정에 기술된 ‘원산지’의 정의를 기본적

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농업법전 L. 641-5조와 L. 

641-7조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개념징표가 더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

로, 확고하게 확립된 명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권한 있는 양조자들에 의하여 생산조건 및 생산품의 통제를 포함하는 절

차를 거쳐 생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생산지역의 지리적 범위에 대

65)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123~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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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계설정 및 생산조건에 관한 조건명세서를 승인한 데끄레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산지표시 승인은 원산지표시에 비하

여 더욱 다양하고 까다로운 개념징표를 요구하며 승인을 받을 경우 더욱 

강하게 보호된다.66) 이하에서는 원산지표시와 구별되는 각 개념징표들에 

대하여 포도주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확고하게 확립된 명성

 

확립된 명성이란 포도주의 원산지에 관하여 오랜 전통과 관습을 통해 

형성된, 누구나 들으면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높은 평

판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한 유명세와는 달리, 포도주의 명성이 품질에 

대한 보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발포

성 포도주 생산지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 북동부 지역인 ‘샹파

뉴’(Champagne)와 적포도주 생산지인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의 지롱드 강 

유역에 위치한 ‘메독’(Médoc),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부르고뉴 남단의 적

포도주 생산지인 ‘보졸레’(Beaujolais) 등이 있다. 이렇게 확립된 명성은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

제적, 상업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탈리아나 스페인, 칠레 등 다른 포도주 생산국들의 포도주도 맛과 품

질 면에서는 우수하다고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생산되어 원

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포도주가 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오랜 전통에 빛나는 확립된 명성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 포도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원동력

이 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유독 프랑스 포도주 가격에 거품이 많

다’거나 ‘프랑스 포도주의 맛이 비싼 가격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양조자들이 원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포도주는 여전히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

66)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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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포도주의 원산지에 따른 명성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효용을 뛰

어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원산지에 따라 확고하게 유지

되고 있는 포도주의 명성은 각 지역마다 전해 내려오는 포도재배와 포도

주 양조, 소비 방식에 대한 고유한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포도주 

양조자들과 지역공동체에는 전통문화이자 공동의 자산으로, 프랑스 국민

들에게는 문화적 자부심으로, 더 나아가 인류공동체에는 문화유산으로서

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포도주와 요리의 어우러짐, 즉 ‘결합’(le 

mariage)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미식문화가 2010년 11월 16일 유네

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 의하여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생산조건 및 생산품의 통제․조건명세서의 승인

생산조건 및 생산품의 통제와 이에 관한 조건명세서(le cahier de 

charge)의 부담, 원산지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경계설정은 포도와 포도주

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

러한 일련의 절차들은 행정청의 데끄레를 통해 이뤄진다. 담당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INAO, 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는 데끄레에 규정된 생산조건과 조건명세서의 내용이 잘 지켜지

는지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매

년 변동사항을 데끄레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산하기관인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이뤄진다. 

그런데 이 행정조사는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도 방대하

기 때문에 포도주 양조자 동업조합에 해당하는 ‘보호관리기구’(ODG, 

Organisme de défense et de gestion)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원

산지표시 승인대상 지역의 생산조건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건명세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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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나무 식목량, 수확량, 일조량, 토양 상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

되어야 하는데, 조건명세서는 보호관리기구가 직접 작성하여 감독행정청

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리기구는 개별 포도주 양조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

끌어 내어 조건명세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수집하고, 이를 자

체적으로 검토한다. 이밖에도 원산지표시 승인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할 경우, 보호관리기구는 개별 포도주 양조자들의 이익을 대변하

여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를 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이처럼 보호관리기구는 감독행정청과 수범자인 개별 포도주 양조자들 

사이에서 중간 매개자로서, 또 지역별 점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도주 원산지마다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작황․양조 현황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보호관리기구는 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기구이며, 포

도주 생산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의 가입은 법에 의하여 강제된다.67)

2. 유럽연합 규칙

프랑스 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유럽공동체 규칙에 의하

여 ‘원산지표시 보호’(AOP, l’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제도로 발전하

였다. 1958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처음 인정된 뒤 1992년부

터는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보호되기 시작한 것이다. 농산품과 수산품, 임

산품 등 가공되지 않은 천연 식료품은 1992년 7월 14일 2081/92 공동체 

규칙에 근거하여 원산지표시 보호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92년 

제정된 규칙은 오로지 ‘식료품’만을 원산지표시 보호의 적용대상으로 규

율하고 있었을 뿐 ‘포도주’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68)

67)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130~132면 참조.
68) INAO, Guide du demandeur d’une 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AOP) ou d’une 

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IGP), novembre 2017,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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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006년 3월 20일 제정된 유럽공동체 규칙 510/2006은 천

연 식료품에 관하여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등록된 품

목을 원산지표시 보호의 대상 품목으로서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포도주는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는데, 회원국 사

이에 국내법의 상이함과 규율 정도의 차이, 포도주의 품질과 명성의 차

이 등으로 인하여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회원국 

가운데 특히 독일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프랑스와 갈등을 

빚었다. 독일 자국법에 따르면 ‘최상급 포도주’임을 증명하는 표시가 프

랑스와 같이 ‘원산지’ 개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품질보증 포도주’라

는 의미의 ‘Qualitätswein’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독일은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회원국이 사용해 온 ‘특정 

지역의 생산품’(le produit dans des régions déterminées)이라는 용어의 사

용이 자국법의 법관념이나 체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산지표시 보

호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종의 타협점으로서 

‘특정 지역의 품질보증 포도주’(VQPRD, le vin de qualité produit dans des 

régions déterminées)라는 길고 복잡한 명칭이 임시로 사용되어 왔다. 유럽

공동체 규칙에 의하여 포도주에 관한 ‘단일시장’(la commune du marché)

을 점진적으로 확립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공동의 품질보증 제도로서의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5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이 필요

했던 것이다. 식료품 분야에서의 합의가 비교적 쉽게 이뤄진 것과는 달

리 무려 16년이나 더 소요된 것이다. 이러한 합의의 과정은 특히 포도주 

산업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69)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의 도입에 대한 독일의 강한 반대와 관련하여 프

랑스의 포도주 행정법 학자인 테오도르 지오르고플로스(Théodore 

69) Jean-Marc Bahans, “L’appellation d’origine, entre nature et culture”, Les 
appellations vitivinicoles à l'épreuve de l'intégration européenne, Mare & Martin, 
2014, 199~2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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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opoulos)는 독일 포도주가 그 역사와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자국 내 포도주 원산지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알리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를 지탱

하는 본질은 바로 ‘떼루아르’(terroir), 즉 포도주의 품질과 원산지와의 관

련성인데, 독일에서는 이러한 떼루아르의 법개념과 이론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테오도르 지오르고플로스는 떼루아르야말로 포도주

의 품질에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거듭 

강조한다.70) 사견으로는 테오도르 지오르고플로스가 지적한 것에 덧붙여 

1987년 독일의 ‘맥주순수령’(Reinheitsgebot)이 단일시장을 위한 상품의 자

유이동에 대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유럽재판소에 의하여 폐지된 것 역시 

프랑스식의 원산지표시 보호 개념에 반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유럽연합은 2007년 10월 22일 규칙 

1234/2007을 제정하면서 천연방식으로 양조된 포도주에 관하여 2008년부

터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마침내 포도

주에 관하여 유럽 공통의 원산지 및 품질관리 체계가 수립되기에 이른

다. 이 규칙에 따라 ‘특정 지역의 품질보증 포도주’(VQPRD, le vin de 

qualité produit dans des régions déterminées)에 상응하는 등급인 프랑스법

상 ‘우수품질검증포도주’(VDQS, le vin délimité de qualité supérieure)와 

‘원산지표시 승인’(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등급의 포도주는 

모두 원산지표시 보호 등급으로 통합되었다. 현재 포도주에 적용되는 원

산지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은 2013년 제정된 규칙 1308/2013 제93조 제1

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70) Jean-Marc Bahans, 앞의 논문, 2014, 2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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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별 개념
1. 지리적 표시 보호와의 구별

2007년 10월 22일 유럽공동체 규칙 1234/2007에 따라 원산지표시 보호 

등이 도입되기 전에 프랑스법상에는 원산지표시 방식에 따라 총 네 가지 

등급의 포도주 분류체계가 존재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의 포

도주에 적용되는 원산지표시 방식이 앞서 살펴본 ‘원산지표시 승인’ 제

도이며, 그 바로 아래 등급의 포도주에는 ‘우수품질검증포도주’의 원산지

표시 방식이 적용되었다. 

그 하위 등급으로 ‘뱅 드 페이’(le vin de pays)가 있는데, 이는 포도주

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상위 등급에 비하여 매우 넓은 지리적 범위를 

아우르는 명칭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루아르 밸리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을 사용한 ‘뱅 드 페이 드 라 루아르’(le vin de pays de la Loire), 프

랑스 남서부의 유명한 포도주 산지인 ‘보르도’(Bordeaux)와 그 인근에 위

치한 꼬냑 산지인 ‘샤랑트’(Charentes) 지역을 총칭하는 명칭을 사용한 

‘뱅 드 페이 드 라틀란티크’(le vin de pays de l'atlantique), 더 넓게는 프

랑스의 모든 포도주 산지를 통칭하는 ‘뱅 드 페이 비뇨블르 드 프랑

스’(le vin de pays vignobles de France) 등이 그 예이다. 프랑스 정부에 

등록된 뱅 드 페이 등급의 원산지 명칭은 50여 종에 이른다. 이들 명칭

은 2009년 8월부터 공식적으로는 ‘뱅 드 프랑스’(le vin de France)라는 명

칭으로 표시하도록 통합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하는 포도주의 경우,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뱅 드 따블르’(le vin de table)라고만 표시한다. 이

러한 포도주는 유통이나 보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생산된 해에 바

로 소비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뱅 드 따블르 포도주는 격식 있는 

식사보다는 일상적이고 편안한 식사에서 부담 없이 마신다.71)

71)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200~2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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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포도주 원산지표시 방식에 관한 네 가지 분류체계 중에서 

상위 두 등급의 포도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 규칙에 따라 

원산지표시 보호로 통합되어 표시된다. 즉, 프랑스법상 최고 등급인 원산

지표시 승인 포도주와 우수품질검증포도주는 ‘원산지표시 보호’ 방식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게 된다. 그 아래 등급인 뱅 드 페이에 해당하는 

포도주는 유럽연합 규칙에 따라 ‘지리적 표시 보호’(IGP, l’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로 표시된다. 가장 낮은 등급인 뱅 드 따블르에 해

당하는 포도주는 ‘지리적 표시 없는 포도주’(SIG, l'etiquetage des vins 

sans indication géographique)로 표시되어 판매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2)

프랑스 포도주 원산지표시 체계 EU 포도주 원산지표시 체계

AOC
AOPVDQS

VIN de PAYS IGP
VIN de TABLE SIG

<표1>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포도주 원산지표시 체계 비교

그러나 유럽연합 규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주에는 자국법에 따른 기존의 등급 체계와 유럽연합 규칙에 따른 새로운 

등급 체계가 함께 사용되며 병존하고 있다. 

2. 상표권과의 구별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전통적으로 상표와 인접하는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원산지표시 역시 상표와 마찬가지로 식별

력 있는 표장의 하나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승

인된 원산지표시가 상표권의 일종이며 그 권리의 주체는 승인행위를 한 

72) <표1>은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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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라는 주장도 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73) 유럽재판소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지리적 표시 보호가 유럽공동체법 제30조에 따라 

상업과 산업소유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74) 또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 역시 L. 721-1조에서 소비법전 L. 115-1조의 원산

지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상표권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상

품의 원산지표시와 상표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파리협약’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자간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75)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는 상표와는 다른 분명한 특징들을 지니

고 있다. 우선, 프랑스 법체계상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규정들은 지식재산

권법전이 아닌 소비법전과 농업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소비법전

과 농업법전은 원산지표시 승인을 통해 얻은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러한 특징은 2006년 3월 20일의 유

럽공동체 규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유럽공동체 규칙은 생산된 포도

주가 원산지표시 보호나 지리적 표시 보호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각 회원

국의 요청에 의하여 유럽집행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을 통해 원산지 또는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권리가 회원국에 속

하는 것인지, 회원국의 해당 지역 내의 포도주 양조자들 전부에게 귀속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에 대해 

73) F. Pollaud-dulian, Droi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Montchrestien, 1999, 241면 

참조.
74) CJCE, 18 novembre 2003, C-216/01; CJCE, 4 mars 1999, C-87/97, aff. 

Gorgonzola.
75) ‘TRIPs’란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줄임말이다. 특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초의 다

자간 규범이다.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

두됨에 따라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의 다자간 협상 의제로 채

택되었다. 이후 1994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 협정으로 채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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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함으로써 획득하는 권리는 어느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권리의 주체가 승인행위를 한 행

정주체라는 일부 법학자들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 행정청은 지

역 양조자들이 승인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한 요건

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데, 심사기관이 심사

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프랑스 법학계에서도 주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의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원산지 또는 지리적 표시를 지

식재산권이나 산업소유권의 일종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76) 게다

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 L. 711-4조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의 하

나로 ‘원산지’ 또는 ‘지리적 표시’를 열거하고 있는 것 역시 원산지표시

와 상표가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식재산권법 711-4조>77)

먼저 성립된 권리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표상은 상표로서 등록되

76) 양대승, “프랑스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5호, 
203~250면, 한국지식재산학회, 2008년, 214면 참조.

77)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Article L. 711-4>
    Ne peut être adopté comme marque un signe portant atteinte à des droits 

antérieurs, et notamment :
 a) A une marque antérieure enregistrée ou notoirement connue au sens de l'article 

6 bis de la convention de Par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b) A une dénomination ou raison sociale, s'il existe un risque de confusion dans 

l'esprit du public ;
 c) A un nom commercial ou à une enseigne connus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s'il existe un risque de confusion dans l'esprit du public ;
 d) A une 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ou à une indication géographique ;
 e) Aux droits d'auteur ;
 f) Aux droits résultant d'un dessin ou modèle protégé ;
 g) Au droit de la personnalité d'un tiers, notamment à son nom patronymique, à 

son pseudonyme ou à son image ;
 h) Au nom, à l'image ou à la renommée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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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안 된다. 특히 : 

a)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명백히 알려진 상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

한 파리협약 제6조에서 의미하는

b) 소비자들의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 또는 회사명

c) 소비자들의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국토 전체에 관해 잘 알려

진 상호 또는 회사명

d) 원산지표시 보호 또는 지리적 표시

e) 저작권

f) 보호받는 도안 또는 모형에서 유래된 권리

g) 제3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 특히 성이나 필명 또는 초상에 관해서

h) 국토 공동체에 관한 명칭, 이미지, 또는 명성

이처럼 ‘원산지’ 또는 ‘지리적 표시’는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으며 별도의 ‘형상적 요소’ 등이 결합되어 상품에 대한 식별력을 

갖게 될 때에만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설령 상표 권리자나 상표 출

원인이 원산지 명칭을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라고 할지라도 마찬

가지이다. 원산지에 대한 표시는 원산지와 상품과의 특별한 관련성을 설

명하는 서술적 요소일 뿐, 해당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승인된 원산지표시를 상표권으로 보호한다면, 데

끄레에 규정된 특별한 생산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양조자들이라고 하더라

도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로 인하여 해당 원산지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원산지표시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모든 양조자 또는 그 양조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원산지표시를 상표

로 등록하는 것 역시 원산지표시 자체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표장에 형상적인 요소가 부가되어 전체적으로 개별 상품에 대한 식별력

이 인정될 때에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발포성 포도주의 유

일한 원산지인 ‘샹파뉴’(Champagne)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다양한 종류

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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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파뉴’(Champagne) 지역명칭이 포함된 상표의 예>

제3절 원산지표시 승인의 법적 성격
Ⅰ. 허가와 특허의 구별 기준
강학상 ‘허가’와 ‘특허’의 구분은 실정법상 개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학상 분류되는 개념이다. 우리 실정법에서 인가, 허가 및 신고, 등록, 

특허 등은 그 용어의 의미가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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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일관된 법원칙에 따라 실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78) 

현행 법령에서는 인가,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강학상의 허가를 인가로 표현하거나, 인가를 허가로 표현하거나, 더 나아

가 인․허가를 등록, 신고 등으로 표현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용어상의 표현만으로는 해당 용어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79)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

22조에 규정된 ‘영업 허가’의 경우 강학상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규정한 광업법 제17조에서는 ‘허가’라는 용어가 강

학상 특허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허가’라는 

용어가 강학상 인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80) 이처럼 용어의 혼용

으로 인하여 개별법의 규정이 강학상 신고인지, 허가인지, 특허인지를 구

별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판단해야 하는 작업

은 법 집행자인 행정청과 수범자인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강학상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행위를 예방적으로 금지하였다

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

해서만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러한 개념에 대비하여 ‘특허’는 

특정한 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설권적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

가 구별된다. 다시 말해, 강학상 허가란 예방적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추

상적인 위험이 제거되어 법률에 규정된 거부사유가 없다면 발급되어야 

하는 반면, 특허의 발급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 

78) 최우용, “행정법상 ‘등록’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64호, 
115~143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18면 참조.

79)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행정행위와 행정소송의 유형을 세밀하게 나

누고 있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예컨대, 독일 연방오염방지법

(BImSchG) 제4조의 경우 시설설치허가를 ‘인가’(Genehmigung)로 표현하고 있으

며, 전형적인 허가 사항인 ‘건축허가’의 경우에도 ‘허가’(Erlaubnis)가 아닌 

‘Baugenehmigu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 법해석은 우리와 마찬가

지로 법규의 규정형식과 내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80) 김광수, “허가-인가-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 연구”, 
『법제처 발간자료』, 2006,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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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허가와 특허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인의 경제활

동에 대한 행정의 규제 및 감독수단으로서 그 구별이 점차 상대화되고 

있다.81)

그런데 어떠한 행정행위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지 특허에 해당하는

지를 구별하는 실천적 의미는 첫째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둘

째로는 권리설정 유무에 대한 판단에 있다. 어떠한 행정행위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면 그 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행정행위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재

량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는 일반적 금

지를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어떠한 권리를 

새로이 설정하지는 않는다. 즉, 예방적으로 제한했던 자유권을 회복시키

는 명령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강학상 특

허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설

정하는 것이므로 형성적 행위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원산지표시 승인행위가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권리설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

다.

Ⅱ. 기속행위로서의 원산지표시 승인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어떠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la compétence liée)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량행위’(la discrétion)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행정주체에게 얼마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혹은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얼마나 강하게 

81) 송시강, “행정법상 특허 개념의 연혁과 현황”, 『홍익법학』 제10집 제1호, 
285~314면, 홍익대학교, 2009,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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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지 여부이다. 다시 말해, ‘기속행위’는 법에 근거하여 행정에게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행위로

서, 그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도 정해져 있는 행위를 의미한

다. 이러한 기속행위는 법에 정해진 행정의 권한과 의무를 ‘확인하는 성

격’(le caractère déclaratif)을 지니기 때문에 자유적 성격보다는 ‘의무적 성

격’(le caractère obligatoire)을 갖는다. 따라서 기속행위는 사인인 국민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된

다. 이러한 기속행위는 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적법성의 원칙’(le 

principe de légalité)에 근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대다수의 학설이 독

일이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8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법 문언의 표

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인 “devoir” 또는 “~할 권리가 있

다”라는 의미의 “avoir droit”라는 동사의 현재형 직설법의 시제가 사용된

다.83)

기속행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재량행위’가 있다. 재량행위는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에 상대적으로 ‘선택의 권한’(la faculté de choix)

이 기속행위에 비하여 더 많이 부여되는 행위이다. 이는 행정의 ‘창조적 

특성’(le caractère créatif)와 관련된다. 재량행위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행

정의 ‘독립성’(l'indépendance)과 ‘자율성’(l'autonomie)을 보장하고 ‘행위의 

자유’(la liberté d'action)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강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입법자가 특정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드

러내고자 할 때에는 법 문언에 “~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하다”라는 의미

의 동사인 “pouvoir” 동사를 주로 사용하여 규율한다.84)

82) 홍강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 『공법연구』 제40집 제4
호, 293~332면, 한국공법학회, 2012, 311면 참조.

83) Pierre Py, “Pouvoir discrétionnaire, compétence liée, pouvoir d'injonction”, 
Recueil Dalloz Sirey n. 37, Dalloz, 2000, 563~570면 참조.

84) Pierre Py, 위의 논문, 2000, 5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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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속행위로서의 승인

일정한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포도주 양조자들은 데끄레가 요구하는 

일정 조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그 원산지 명칭을 

배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행정기관인 농식품

부 장관은 데끄레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양조자라면 누구라도 원산지

표시를 승인해야만 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 내 포도주 양조자들 가

운데 승인받은 양조자들의 수를 정책적 목적 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제

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농식품부 장관

의 승인행위는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꽁세유데따의 판례는 아니지만 2014년 3월 25일 보르도 

행정항소재판소의 판결85)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09년 10월 9일 프랑스 보르도 인근 아키텐 도르도뉴 주에 위치한 베르

주라크(Bergerac) 지역 내 ‘공동영농조합’(GAEC, le groupement agricole 

d'exploitation en commun)의 포도주 양조자들은 2009년 10월 9일 데끄레

(2009-1217)에 의하여 ‘베르주라크’(Bergerac)라는 명칭의 원산지표시를 농

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았다. 2009년 데끄레에는 ‘베르주라

크’(Bergerac)라는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생산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조건명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승인 이후에 양조자

들이 이 생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2010년 7월 5일 국

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장은 2009년의 원산지표시 승인을 취소함

으로써 이 공동영농조합이 ‘베르주라크’(Bergerac)라는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공동영농조합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

관리기구 장이 내린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월권소송을 보르도 제

1심 행정재판소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2012년 11월 27일 

이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와 관련하여 조건명세서를 충족하

지 못하는 포도주 양조자들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

85) CAA Bordeaux, 25 mars 2014, n. 13BX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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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장의 재

량이 없다는 점을 설시하였다.86) 이에 또다시 불복한 공동영농조합은 이

듬해인 2013년 항소하였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Ⅲ. 승인을 통한 권리설정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은 승인대상 지역 내 포도주 양조자들에게 

승인받은 원산지의 명칭을 포도주 병에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다. 이러한 권리는 승인을 받은 지역 양조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배타적 

권리(le droit exclusif)이면서 동시에 집단적 권리(le droit collectif)이다. 원

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는 특정 자연인이나 법인, 양조자조합 등 법

인격 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대상 지역 내의 동질적인 떼루

아르를 공유하는 포도주 양조자 다수에게 집단적으로 부여된다. 원산지

표시 승인을 통해 부여받는 권리는 떼루아르의 구성요소인 토지의 소유

권 또는 이용권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도 승인대상 지역 내의 포도주 양조자들 또는 양조자조합은 원산지표시 

승인의 대상이 되는 떼루아르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의

하여 부여받는다.

Ⅳ.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포도주에 대한 원산지표시 승인행위는 기

속행위이면서 동시에 권리설정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포도주의 원산지표
시에 대한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는 승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인 농
식품부 장관과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장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
는다. 이처럼 승인행위가 기속행위라는 점에서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

86) TA Bordeaux, 27 novembre 2012, n. 10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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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서 동시에 승인행위는 승인대상 지역 내 다수의 포도주 양조
자들에게 배타적이고 집단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승인행
위는 설권적이고 형성적인 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의 성격을 띤다. 종합해
보면,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행위는 강학상 허가와 특허의 성격을 모두 
지니는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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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산지표시 승인의 요건과 효과
제1절 원산지표시 승인의 요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표시 승인은 원산지표시 제도의 일종이

므로 원산지표시 제도의 일반적 요건인 소비법전 L. 115-1조에 규정된 

‘지리적 특성과 품질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원산지표시와는 구별되는 요건이 추

가적으로 필요하다. 추가로 필요한 요건은 농업법전 L. 641-5조에 규정되

어 있는데, 확립된 명성과 양조자들의 권한, 생산조건 및 생산품의 통제

를 포함하는 절차이다.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포도주의 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는 생산조건의 통제와 관련하여 농업법전은 구체적이고 상

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농업법전 L. 641-5조부터 L. 641-7조에는 생산지

역, 포도품종, 수확량, 포도주의 최소한의 자연적인 알코올분 함량, 포도

의 재배 및 양조․증류의 방법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법전 L. 641-6조는 조건명세서에 기재된 생산조건을 충족할 것을 규

정하면서, 조건명세서의 세부항목을 서술하고 있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

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지리적 특성과 품질 사이의 연관성
필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프랑스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

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2017년 7월 적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프랑스 

남서부의 보르도 지역을 방문하였다. 당시 보르도에 위치한 여러 ‘포도

원’(le château)들을 직접 견학하면서 이른바 ‘와인메이커’(winemaker)라고 

불리는 포도주 양조자들을 직접 만났는데, 양조자들은 하나같이 포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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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과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잘 익은 포도’를 꼽았

다. 이들은 “우수한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에서 나오는 것이지 양조기술

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양조기술에 의한 맛의 차이는 10%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입을 모아 강조하였다. 포도원의 토양과 자연환경, 

토질구조, 방향, 위치, 바람, 기온, 일조량 등 지정학적, 토양학적, 기후학

적인 조건이 포도주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

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에 각 포도원 고유의 포도재배방법과 

양조기술, 관습, 역사 등의 인문학적 요소가 어우러져 포도주의 맛과 품

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포도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

연적․인문학적 환경의 총체는 포도원이 빚어내는 포도주의 품질과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 이를 개념화한 것이 바로 ‘떼루아르’(le terroir)이다. 

아래에서는 떼루아르의 법개념과 구성요소, 범주화, 떼루아르 법개념을 

담은 행정절차로서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떼루아르의 법개념

‘떼루아르’(le terroir)의 개념과 관련하여 테오도르 지오르고플로스

(Théodore Georgopoulos)는 떼루아르가 지리학적 개념인지, 자연과학의 집

합체인지, 혹은 단순히 마케팅의 한 관념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의 

떼루아르는 다양한 인식론적 측면보다는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를 기반으

로 정의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즉, 떼루아르와 

관련된 자연과학적, 지리학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원산지

표시 승인 제도의 합목적성에 걸맞도록 법개념으로서의 떼루아르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이라는 권위의 힘 아래 떼루아

르의 개념요소들이 취사선택되고 결집되는 과정을 통하여 법개념으로서

의 떼루아르로 재정립된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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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루아르의 법개념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정의는 국제와인기구(OIV,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vigne et du vin) 총회에서 도입된 2010년 

6월 25일의 결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결의안의 내용 가운데 떼루

아르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포도주 양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떼루아르»의 정의를 채택하기

로 결정한다. 포도주 양조의 «떼루아르»란 자연 및 식별 가능한 생물학

적 환경과 적용 가능한 포도주 양조에 관한 관습 사이의 상호작용의

집합적인 지식이 발전한 지역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 지역을 원산지

로 하는 생산품에 구별되는 특징을 부여한다. «떼루아르»는 토양, 지형

학, 기후, 풍경과 생물다양성의 특유한 특징들을 포함한다.88) 

이 결의안에서 채택된 떼루아르의 정의는 원산지표시의 정의, 즉 리스

본 협약에서 결정되고 뒤이어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국내법에 

의해 되풀이된 그 정의를 포함한다. 실제로 떼루아르는 ‘물리적이고 생

물학적인 식별 가능한 환경과 그곳에 적용된 포도재배․양조방법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집합적 지식이 발전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 

상호작용은 해당 공간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함’

이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결의안은 예시적 방식으로 떼루아르가 ‘토양, 

87) Théodore Georgopoulos, “L’européanisation de la notion juridique de terroir”, 
Les appellations vitivinicoles à l'épreuve de l'intégration européenne, Mare & 
Martin, 2014, 15~17면 참조.

88) <Resolution OIV/VITI 333/2010> (l’assemblée générale) (필자 번역)
   (전략) ... Decide d’adopter la suivante définition de «terroir» vitivinicole : Le 

«terroir» vitivinicole est un concept qui se réfère à un espace sur lequel se 
développe un savoir collectif des interactions entre un milieu physique et 
biologique identifiable et les pratiques vitivinicoles appliquées, qui confèrent des 
caractéristiques distinctives aux produits originaires de cet espace. Le «terroir» 
inclut des caractéristiques spécifiques du sol, de la topographie, du climat, du 
paysage et de la biodivers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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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기후, 산수 및 생물다양성의 특유한 특성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국제와인기구 결의안은 떼루와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양조된 포도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제와인기구 결의안은 이

와 더불어 “법개념인 지리적 표시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의 규

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89) 떼루와르 개념은 상

품의 원산지를 포함하는 개념일 뿐 아니라 원산지에서 비롯된 상품의 고

유한 특징과 품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품의 원산

지를 지리적 개념으로서 표기하는 지리적 표시와 구별해야 할 필요성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는 ‘비구속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떼루아르에 법적 담론에 관

한 최초의 국제적 문서인 만큼 그 법적 권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유럽연합의 규정과 회원국들의 국내법 등에서도 떼루와르에 관한 거의 

동일한 법개념이 사용되고 있다.90)

2. 떼루아르의 구성요소

국제와인기구 결의안이 마지막 문단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떼루아르 

개념은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 겸비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소

들은 크게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떼

루아르를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에는 ‘지형, 지리, 토양, 기후’ 등의 자연

과학적인 요소들과 ‘생물학적 다양성, 포도의 품종이나 색, 향, 맛’ 등의 

감각적 요소가 있다. 즉, 포도주의 고유한 특징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포도재배와 관련된 자연, 환경적 요소의 총체를 일컫는다.

이와는 달리 떼루아르를 구성하는 주관적 요소는 특정한 지리적 권역

의 ‘포도재배 및 포도주 양조기술, 역사, 관습, 문화’ 등 인문학적 요소의 

총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남서부의 포도주 산지인 보르도 지

89) Resolution OIV/VITI 333/2010, “Definition of vitivinicultural «terroir»”.
90) Théodore Georgopoulos, 앞의 논문, 2014, 20~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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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포도주를 숙성하는 오크통의 모양이 볼록한 반면, 프랑스 북동

부의 포도주 산지인 부르고뉴 지방에서는 길쭉하고 얇은 모양의 오크통

을 사용하는 것, 보르도 지역과 부르고뉴 지방의 포도주 병의 모양이 다

른 것 등은 각 지역의 포도주 양조 관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포도원마다 포도주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포도나무의 식

목 밀도, 좋은 포도를 골라내는 기술, 서로 다른 품종의 포도를 섞는 비

율 등이 다른데, 이는 각 포도원 고유의 포도주 양조기술에 해당한다. 뿐

만 아니라 필자는 실제 여러 포도원들을 견학하면서, 포도원들이 각각 

하나의 작은 박물관을 연상케 한다고 생각하였다. 각 포도원마다 처음으

로 포도주를 빚기 시작한 양조자와 이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포도주를 양

조하고 있는 후손들에 대한 소개, 그들이 사용하던 물건, 취향, 가족사, 

포도주 양조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일화 등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 포도원의 역사와 포도주 양조자들의 철학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포도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요

소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생산되는 공산품으로서 술을 ‘제조’하는 것이 아

니라,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학적 환경, 전통이 결합되어 하나의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포도주 ‘양조’를 가능하게 한다. 소비자는 이렇게 

주조된 포도주 한 잔을 마심으로써 단순히 취하기 위해 알코올을 흡수하

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생산지역, 즉 떼루아르의 자연과 문화를 맛보고 

향유할 수 있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이처럼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서 

유래된 자연적·인문적 환경으로 구성된 요소들을 통해 포도주의 맛과 품

질에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떼루아르의 법개념이다.91) 

3. 떼루아르에 따른 범주화 

앞서 설명한 떼루아르의 구성요소들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승

인’(contrôlé) 또는 ‘보호’(protégé)를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법의 권위 

91) Théodore Georgopoulos, 앞의 논문, 2014, 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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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합리적 목적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개념으로서의 떼루

아르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연과학 등 하나의 법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떼루아르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법적 권위에 의해 ‘선

택’됨으로써 합리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러한 합리화는 법적 범

주인 원산지표시 승인의 형태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에 

의해 선택된 떼루아르의 구성요소들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승

인’(contrôlé) 또는 ‘보호’(protégé)를 통해 떼루아르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

이 된다. 

이러한 면에서 법개념으로서의 떼루아르는 단순히 포도주의 품질이나 

특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과적 요인들을 선택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와 마찬가지의로 ‘원산지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 역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포도주를 선택하는 것과는 다르

다. 이러한 법개념의 설정이 자연과학자, 지리학자, 포도주 양조자들의 

관점에서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때로는 ‘파렴치’해 보일지라도 원산지표

시의 사용을 승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선택하는 것은 전

적으로 법의 몫이다. 물론 행정의 권한이 과학의 가르침을 고려하면 할

수록 떼루아르의 법개념은 과학적 개념에 점점 근접하게 되고 원산지표

시 승인 제도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입법자

는 오로지 자연과학적 요소만을 고려할 필요나 의무가 없으며 이는 바람

직하지도 않다.. 입법자는 무엇보다도 ‘규율자’로서 경제, 지역 혹은 국가

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관계, 역사적 연속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떼루아르의 법적 범주화 과정은 일견 ‘정치적’이

라고도 평가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합법성의 제고는 자연과학적 

합법성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92)

물론 이러한 법적 범주화로서의 조정이 떼루아르의 과학적 개념을 변

92) Olivier Dupéron, “La théorie juridique français des appellations d’origines 
controlées(AOC)”, Les appellations vitivinicoles à l'épreuve de l'intégration 
européenne, Mare & Martin, 2014, 71~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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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다. 법제도와 그 실행 

과정에서 확정된 ‘원산지표시 승인’은 과학이 ‘떼루아르’라고 이해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불가피할 뿐만 아

니라 사실상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법은 각 지역과 이해당사자 사이에 

충돌되는 가치와 이익을 ‘조정’하고 ‘통합’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은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떼루아르의 요소와 원

산지표시 승인의 기준들을 선택해야 한다.

떼루아르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경험을 법개념과 범주로서 명

확하게 재정립하려는 노력은 주로 입법자에 의하여 이뤄지는데, 이는 앞

서 일견 ‘정치적’이라고도 표현했듯이 ‘순수한’ 과정은 아니다. 법적 범

주화는 떼루아르의 본질에 대하여 단순히 설명적 기능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행정이 법규정에 근거하여 떼루아르의 지리적 경계를 획정하고, 이

를 표시하는 떼루아르의 명칭을 선택하도록 하는 일은 사실상 중립적이

지 않은 ‘선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서,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포도주의 범주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지 못한 포도주는 원산지표시 

승인의 혜택을 입는 상품들에 비하여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된

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는 중대한 경제적, 산업적 분화와 더불어 심하게

는 분열까지 야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법은 개념론을 통하여 법적 해

석을 시사하면서, 현실을 창조하거나 최소한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93)

4. 떼루아르에 따른 행정절차의 집합

떼루아르의 법개념과 범주화는 현실에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로서 구

현되고 실행된다.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떼루아르의 매개자로서 기능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을 위하여, 혹은 

승인을 통하여 생기는 권리에 대한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93)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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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행정절차가 동반된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떼루아르의 자연적·

인간적 요소들, 포도주 생산지역의 경계 획정과 같은 행정적 요소들, 인

접한 생산지역과의 갈등 관계, 양조자조합의 행정절차에의 참여 등이 모

두 포함된다. 이러한 행정절차들은 원산지표시 승인을 얻기 위한 일반적 

기준의 결정에서부터 토양의 성분 분석, 양조 방식에 대한 검사, 포도주

의 감각적 요소에 대한 시험평가 등까지 포함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규율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 승인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산지표시’에 따라붙는 ‘승인된’(contrôlé) 또는 ‘보호된’(protégé)

이라는 표현은 상품화된 포도주의 원산지에 대한 표시가 곧바로 포도주

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상기시킨다. 즉, 

원산지가 표시된 포도주는 품질과 맛, 제3자의 원산지 도용 등의 침해로

부터 강력한 보호를 보장받는 생산품으로서, 이를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와 규칙, 행정에 의한 강력한 통제의 결과물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내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전

하는 것으로서 떼루아르와 이에 기반한 포도주의 품질과 특성, 명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94)

Ⅱ. 정식으로 확립된 명성 
앞서 Ⅰ.에서는 원산지표시 승인을 위한 첫 번째 요건으로서 소비법전 

L. 115-1조에 규정된 지리적 특성과 품질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 떼루

아르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으로 농업법전 

L. 641-5조에 규정된 ‘정식으로 확립된 명성’(la notoriété dûment établie)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농업법전 L. 641-5조이다.

<농업법전 L. 641-5조>

농산품, 임산품, 식료품, 수산품은 그것이 천연이든 가공되었든지 간

94)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5~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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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비법전 L. 115-1조의 규정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서, 정식으로

확립된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조자들의 자격·생산품의 통제·생산조

건의 통제를 수반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에 원산지표시 승인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95)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에서 양조된 포도주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정식으로 확립된 명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명성’이 특정 지역의 떼루아르나 생산조건에서 유래된 

포도주의 품질을 보증하고 각 지역 포도주 고유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

이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서, 표시되는 원산지 ‘명칭’(la dénomination)의 통제

가 특히 문제된다. 이는 곧 원산지의 명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 다시 말해, 새로이 승인받고자 하거나 혹은 기존에 승인받은 원

산지의 명칭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포도주 양조자는 기존의 다른 원산

지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앞서 Ⅰ.에서 살펴본 떼

루아르를 통한 지리적 관련성이 원산지의 ‘지역적 범위’, 즉 토지의 경계 

획정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살펴보는 확립된 명성의 문제는 획

정된 원산지 구역의 명칭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실제로 인접지역 포도주 양조자들 사이에 확립된 명성을 지키

기 위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시가 승인된 원산지의 

‘명칭’에 관하여 정한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결정이나 농식품

부 장관의 데끄레를 계쟁 처분으로 하는 월권소송을 꽁세유데따의 판결

95) <Code rural Article L. 641-5>
Peuvent bénéficier d'une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les produits agricoles, 
forestiers ou alimentaires et les produits de la mer, bruts ou transformés, qui 
remplissent les conditions fixées par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115-1 du 
code de la consommation, possèdent une notoriété dûment établie et dont la 
production est soumise à des procédures comportant une habilitation des 
opérateurs, un contrôle des conditions de production et un contrôle des prod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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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의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 한다.

Ⅲ. 양조자들의 자격·생산조건 및 생산품의 통제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농업법전 L. 644-3조는 양조자들 정당한 자격

과 포도주 생산조건의 통제, 생산품의 통제에 관하여 절차를 준수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동법 L. 644-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법전 L. 644-3>

1) 생산지역(aire de production) 

2) 포도품종(cépages)

3) 수확량(rendements)

4) 자연적인 최소 알코올 도수(titre alcoométrique volumique naturel 

minimum du vin)

5) 재배방법(procédés de culture)

6) 양조 또는 증류, (필요한 경우에) 포장 방법(procédés de vinification 

ou de distillation et, le cas échéant, du conditionnement)96)

Ⅳ. 조건명세서
농업법전 L.641-6조는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

는 생산조건을 규정한 '조건명세서'(le cahier de charge)가 필요함을 명시

하고 있다. ‘조건명세서’에 관하여는 동법 D. 645-1조에서 구체적으로 정

하고 있다.

96) <Code rural Article L. 644-3>
Les conditions de production au sens des articles L. 641-5 à L. 641-7 
s'entendent notamment de l'aire de production, des cépages, des rendements, du 
titre alcoométrique volumique naturel minimum du vin, des procédés de culture 
et de vinification ou de distillation et, le cas échéant, du condition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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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전 D. 645-1>

원산지표시 승인의 혜택을 받는 포도주, 증류주 또는 다른 종류의 술

의 조건명세서는 이 장에 나타난 일반 규정들과 각 원산지표시 승인을

위하여 마련된 개별 규정들로 구성된다.97)

여기서 말하는 ‘개별 규정’들은 동법 D. 645-2조부터 D. 645-19조에 걸

쳐 찾아볼 수 있다. 각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포도주와 증류주, 다른 주류에 대한 국가위원회(comité national)에

의한 토지 구획에 관한 사전의 인정(la déclaration préalable d'affectation 

parcellaire)

2) 유기농 비료의 사용(l'utilisation d'apports organiques)

3) 죽거나 누락된 포도나무의 수(l'incidence des pieds morts ou 

manquants)

4) 제한되지만 사용가능한 포도밭의 관개용수(l'irrigation possible mais 

limitée des vignes)

5) 포도 수확기에 대한 공시의 결정과 포도의 익은 정도(la 

détermination d'un ban des vendanges et la maturité des raisins)

6) 포도밭의 수확량과 그 변동 폭 (les rendements des vignobles et 

leur variation 

7) 새로운 포도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자격 (l'aptitude à produire des 

jeunes vignes)

8) 농축 (l'enrichissement)

9) 수확량 신고의 내용과 신고된 양의 계산 방법 (le contenu des 

déclarations de récolte et la méthode de calcul des volumes déclarés)

10) 수확량의 초과로 인한 생산품의 폐기 (la destruction des produits 

97) <Code rural D. 645-1>
le cahier de charge d'un vin, d'une eau-de-vie ou d'une autre boisson alcoolisée 
bénéficiant d'une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est constitué des dispositions 
générales figurant dans le présent chapitre et d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établies pour chaque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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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coltés en dépassement de rendement)

11) 발포성 포도주라고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지 못한 "rebêches( 

포도 찌꺼기를 추출하여 얻어진 발포성 포도주)"의 비율 (le taux des 

"rebêches" exclus du droit à l'appellation pour les vins mousseux)

12) 소비 기한 (les périodes de mise à la consommation)

13) 통제의 관점에서의 포장과 표본 (le conditionnement et 

l'échantillonnage en vue du contrôle)

제2절 원산지표시 승인의 절차
Ⅰ. 승인신청에 의한 절차 개시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절차는 2006년 12월 7일의 오르도낭스

(Ordonnance) (2006-1547)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오르도낭스는 2007년 12

월 24일 의회가 제정한 농업법률에 의해 승인되어 법률대위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완성되었다. 원산지표시 승인절차는 우선 승인을 받고자 하는 포

도원 소유자나 경영자, 이들이 속한 양조자 보호관리기구(ODG)의 승인

신청을 통해 개시된다. 원칙적으로는 양조자 보호관리기구가 국립원산지

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하여 포도원 소유자나 경영자 등 개별 양조자도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

리기구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7년 농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양조자 보호관리기구와 사

전 협의한 후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제안(la proposition)의 내용을 결정

해야 한다. 

양조자 보호관리기구는 옛 ‘지역양조자 보호조합’(Syndicat de défense)

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각 원산지마다 조직되고 운영되는데, 포도주 관련 

사업의 모든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양조자 보호관리기구의 정회원이 된

다. 양조자 보호관리기구는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산하 ‘국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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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Comité national)와의 협의를 거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장에 의해 등록되어 관리된다.98) 

이러한 양조자 보호관리기구의 목적은 회원인 개별 양조자들의 대표

성,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승인절차

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절차의 민주적 성격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

이다. 이는 국민이 행정의 대상이나 수범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문적이고 특수

한 성격을 띠고 있는 포도주 양조 및 원산지표시 승인의 과정에 양조자

들이 참여하는 것은 행정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

한다.

한편, 양조자 보호관리기구가 원산지표시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국

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생산품 및 생산품과 떼루아르와의 관련성을 정당화하는 요소들의

명확한 명칭

2) 조건명세서의 초안

3)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등록된 독립적이고 종사자들 스

스로와 무관하며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통제를 따르는 관리

기구의 이름

Ⅱ. 예심 및 승인
원산지표시 승인에 대한 신청은 관보에 공포되는데, 2007년부터는 신

청이 공포된 후 두 달 동안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의제기 가능성을 허

용하는 ‘국내 예심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두 달의 예심

기간이 끝나면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접수된 이의제기를 심사

98)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71~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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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이의제기한 당사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후 본 심

사에 들어가는데,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내에 설치된 지방위원

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본 심사가 끝난 뒤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원산지표시 승

인신청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제안(la proposition)

의 형식으로 농식품부 장관에 송부한다. 이 때 제안의 주체는 국립원산

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장이며, 최고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인 데끄레보

다는 한 단계 낮은 단계인 ‘아레떼’(arrêté)의 형식으로 발령된다. 제안에 

포함되는 내용에는 승인된 원산지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의 

‘경계 획정’, ‘포도주 생산조건’, ‘원산지표시의 승인조건’ 등이 포함된다. 

이 때 획정되는 원산지의 지리적 범위는 행정구역과 대체로 일치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제

안을 받은 농식품부 장관은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승인하기

로 결정하면 제안에 서명한 뒤 데끄레의 형식으로 공포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장관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제안을 그대

로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99)

제3절 원산지표시 승인의 효과 
Ⅰ. 배타적 권리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은 승인받은 포도주가 더 좋은 품질과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증하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원산지표

시 승인은 포도주 양조자들에게는 판매촉진 수단이, 소비자들에게는 정

보제공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그 승인을 

받은 소수의 양조자들만이 포도주 병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99)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0~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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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한다는 점에서 ‘배타적 권리’(le droit exclusif)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

서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지 못한 양조자들은 포도주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조, 도용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에 엄격한 

행정제재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원산지표시 승인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의 일례로 농업법전 L. 643-1조를 살

펴볼 수 있다. 농업법전 L. 643-1조는 “원산지표시를 구성하는 명칭은 그 

명성을 왜곡하고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생산품 혹은 서비스에도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된 원산지를 표시할

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이 향유하는 권리이지 의

무는 아니다.100)

이와 관련된 판결로는 1993년 파기원의 ‘샹파뉴’(Champagne) 대 ‘이브 

생로랑’(Yves saint laurent)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브 생로랑은 나폴레

옹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샹파뉴’(Champagne) 지역의 발포성 포도

주를 마셨다는 점에 착안하여 ‘샹파뉴’(Champagne)라는 이름의 향수를 

출시하여 전세계에 수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샹파뉴’(Champagne) 

지역의 포도주 양조조합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브 생로랑’(Yves saint laurent)은 포도주가 아닌 향수라는 다른 

품목에 ‘샹파뉴’(Champagne)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샹파

뉴’(Champagne) 지역에서 양조되는 발포성 포도주와 혼동될 우려가 없다

고 주장하였지만 파기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원은 ‘샹파

뉴’(Champagne)라는 명칭을 향수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발포성 

포도주의 원산지로서 ‘샹파뉴’(Champagne)의 명성이 왜곡되거나 약회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이브 생로랑’(Yves saint 

laurent)은 해당 향수의 이름을 세 번이나 바꿔야 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바뀐 향수의 이름이 현재에도 판매되고 있는 ‘이브로쉐’(Yvresse)

이다.

100)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78~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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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단적 권리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몇몇 포도주 양

조자들이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해서 이 권리가 특정 자연인이나 법

인, 혹은 양조자조합 등에 속한다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산

지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는 특정한 법인격에 귀속되지 않는 ‘집단적 권

리’(le droit collectif)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권리는 특정 법인격이 

아니라, 승인의 핵심 요건인 떼루아르를 구성하는 토지의 이용권에 연관

된 권리인 것이다.101) 

이러한 성격과 관련하여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지역 내에 위치한 포도주 양조자들 모두가 해당 원산지표시

의 수혜를 받으므로 이 권리는 ‘집단적 자산’(le patrimoine collectif)이라

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상표권’과 같은 개별 양조자의 사적이고 배타적

인 재산권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102) 이러한 성격은 판례에 의

해서도 재확인된다. 파기원은 1987년 12월 1일 선고한 이른바 ‘로마네 

꽁띠’ 사건에서 승인된 원산지표시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판시하

였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승인으로 얻은 권리가 특정 법인격에 귀속되지 않

는 집단적인 권리이다보니 개별적인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원산지표시 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떼루아르에 근거하

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통해 얻은 ‘허가증’은 다른 지역이나 혹은 다른 

양조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나 토지 이용권이 양

도될 때, 토지 분할이 이뤄질 때 등의 경우에 새로운 토지 소유권자나 

이용권자는 포도주 생산조건이 해당 원산지표시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103)

101)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79면 참조.
102) INAO, Guide du demandeur d’une 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AOP) ou 

d’une 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IGP) : Secteur viticole, novembre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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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시계획 사전절차에의 참여 보장
원산지표시 승인은 떼루아르라는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고 있음으로 인

하여 도시계획법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 또는 양조자조합은 승인된 원산지 영역을 침

해할 소지가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경우, 관련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특히 원산지표시 승인의 실무 행정청인 국립

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도시계획의 구상 및 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법에 의해 보장된다.104)

Ⅳ. 경쟁에 대한 정당한 제한
1. 꽁세유데따 판결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를 통해 생산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상업과 산업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자유경쟁의 원칙을 침해하

는지, 또 승인받은 양조자들이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꽁세유데따는 “그렇지 않다”

라고 답을 제시한다.105) 왜냐하면 원산지표시 승인 자체가 포도주의 품

질과 동질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합목적성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 

과정에서 가해지는 규제는 양조자와 소비자의 공공의 이익, 국민의 건강

과 복지 등을 위하여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 승인으로 인해 자유경쟁의 원칙이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를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은 더욱더 자유롭게 유

통될 수 있다고 설시한다. 즉, 적정한 질서와 규제를 통한 ‘규범적 자

유’(la liberté normative)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3)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79~81면 참조.
104)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0면 참조.
105) CE, 29 mars 2000, n. 2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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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재판소 판결

이러한 법리는 유럽연합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

다. 프랑스가 당사자가 된 판결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를 거의 동일하게 국내법으로 받아들인 스페인의 원산지표시 승인

(denominacion de origen calificada) 제도에 대하여 벨기에가 ‘상품의 자유

이동에 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106)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스페인은 자국의 유명 포도주 원산지인 ‘리오하’(Rioja) 지역에서 

재배·양조·병입된 포도주에만 ‘리오하’(Rioja)라는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

매할 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규제하고 있었는데, 벨기에의 주류회사가 

‘리오하’(Rioja)라는 명칭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유럽연합 기능조

약 제3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품의 자유이동’ 원칙을 위반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스페인은 ‘상품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이 

아니며 설사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 정당화 사유에 해당한

다고 항변하였다. 당시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영국, 핀란드와 덴마크에 의

해 법률 지원을 받았으며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여기서 포도주나 식료품의 전 세계적 명성이 높고 이에 관한 행

정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나라들이 스페인의 지원국으로 나선 반면, 

벨기에를 지원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라

는 점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우선, 스페인 자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가 상품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

러나 원산지표시 승인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일반이익’(general interest)

이 더 크게 인정되므로 이 제한은 정당화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소가 

인정한 ‘정당화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소는 우선 원산지표

시 승인 제도가 원산지에 따라 포도주의 품질과 동질성을 보증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엄격한 통제를 받는 원산지

106) CJCE, 16 May 2000, C-388/95, Belgium v.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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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외부에서 양조된 포도주는 품질과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상거래에서도 더 저급한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 또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

도가 포도주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

은 명성을 가진 포도주를 향유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동시에 양조

자들에게는 품질관리와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였

다. 이로써 산업과 상업적 재산에 대한 제한이 아닌 보호적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이 판결은 독일의 맥주순수령이 상품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폐기된 것107)과는 상반되는 결론이다. 독일 맥주순수령은 

보리맥아와 홉, 효모, 물만을 사용하여 제조된 술에만 ‘맥주’(Bier)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그 외의 어떠한 첨가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유럽재판소는 앞서 살펴본 스페인의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맥주순수령이 ‘상품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제한의 정당성에 대해 심사하였

으나 스페인의 사례와 달리 독일의 맥주순수령은 정당화되는 제한이 아

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는 우선 보리맥아와 홉, 효모, 물만을 사용

하여 제조된 술만이 맥주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들에

게도 널리 인정되는 관념이나 관습이 아니며 다른 회원국들은 이 외의 

재료를 사용한 술도 맥주라고 부른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맥주에 

첨가물을 금지하는 것이 소비자의 건강보호에 바람직한지 여부가 과학적

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다른 회원국의 맥주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독일 

내에서도 맥주 이외의 다른 음료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108)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판결을 살펴볼 때, 포도주 원산지의 떼루아르

107) CJCE, 12 mars 1987, C-178/84, Commission v. Germany.
108) Tamio Nakamura․Takao Suami, 『EU법 기본판례집』, 제2판, 박덕영․이주윤 

역,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175~1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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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도주의 품질과 명성에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를 알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긴밀한 연관성을 오랜 기간 동안 관습과 제도로서 정착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원산지표시 승인의 법개념이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한 성과라는 점에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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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행정소송
제1절 프랑스 행정소송의 유형
Ⅰ. 개설
프랑스 행정재판법전은 행정소송의 종류와 항고소송에 대하여 규정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만, 프랑스 행정소송을 대표하는 월권소송은 비록 근거 규정이 없다 하

더라도 소송법에 관한 일반원칙과 행정행위의 적법성 보장의 필요에 의

해 인정되고 있다.109)

프랑스 행정소송의 유형은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19세

기 말 꽁세유데따의 실질적 수장이었던 에두아르드 라페리에르(Edouard 

Lafferier)가 체계화한 ‘형식적 관점의 네 가지 유형’, 그리고 공법학의 대

가 레옹 뒤기(Leon Duguit) 교수와 마르셀 발린(Marcel Waline) 교수가 주

장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의 구분이 대표적이다.

첫째로, 라페리에르의 분류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의 권한’에 

따라 취소소송(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완전심판소송(le contentieux 

de pleine juridiction), 적법성 평가소송 또는 해석소송(le contentieux de 

l’interprétation), 제재소송(le contentieux de la répression)으로 분류된다. 이

를 ‘형식적 구별’이라고 한다.110) 

형식적 구별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

로서, 원고가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면, 법원은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만을 명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주된 유형은 월권소송

109) 전훈,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프랑스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319~344면,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5~8면 참조.

110) M. Guyomar․B. Seiller, Contentieux adminstratif, Dalloz, 2010, 76~77면;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13ᵉ éd., Montchrestien, 2008, 
209~210면; C.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11, 48~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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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행정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월권소송은 우리나라의 취소소

송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일방적 행정

행위’(l’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의 개념이 매우 넓다.111) 

다음으로 ‘완전심판소송’은 독일의 일반이행소송과 우리나라의 당사자

소송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공법상 금전청구권에 관한 소송이 주를 이루

지만,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계약의 이행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해 

널리 인정되고 있다.112) 완전심판소송은 다른 유형의 소송에 비해 법원

의 권한범위가 가장 넓다. 원고가 행정행위를 다투면서 완전심판소송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금전지급을 명하거나 다

투어진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113)

두 번째 분류 방식은 레옹 뒤기와 마르셀 발린으로 대표되는 분류 방

식으로서 ‘법원에 제기된 문제의 성질’에 따라 실질적 구별기준을 제시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나

뉠 수 있는데 양자의 구별기준은 본안요건에 ‘권리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114) 이러한 구별 방식에 따르면 ‘주관소송’은 주관적 권리구제

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객관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판단을 목적으로 한

다. 따라서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주관소송과 달리 객관소송

은 다툼이 된 행위가 적법성에 부합하는가 하는 객관적 법규범에 관한 

111)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20면 참조.

112)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19~129면 참조.

113) Edouard Laferrière, Traitee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1887, tome 1․2, réimp. LGDJ, 1989, 8면: 강지은, “프랑스의 객관

적 완전심판 소송에 관한 소고-소송의 종류와 법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공법

학연구』 제14집 제1호, 627~651면,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629면에서 재인용.
114) Léon Duguit,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public, A. Colin, 1913, 187~190면: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송물”,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394면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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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판단 대상이 되며 월권소송을 통해 그 특징이 적절하게 나타난

다. 

그렇다고 해서 객관소송이 원고적격에 제한이 아예 없는 ‘만인소송’(萬

人訴訟)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소송은 본안에서 원칙적으로 객관

적 위법성만을 심사의 대상으로 하며, 주관적 권리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객관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일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

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주관소송은 객관소송과는 달리 원고의 개인적인 

이익의 구제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주관소송은 원고적격 부분에서 

권리침해 주장을 그 요건으로 하고, 본안요건 부분에서도 권리침해 사실

이 인정되어야 한다.115)

객관소송과 주관소송을 구별하는 실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서 나타난다. 우선, 소의 이익 측면에서 객관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여부

를 문제 삼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주관소송은 원

고의 개인적 이익만을 구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의 범위가 객

관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다음으로 판결의 효력 측면에서 살

펴보면, 객관소송의 경우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관소송의 경우 기판력은 승소판결이든 기각판결이든 모두 상대

적 효력만이 인정될 뿐이다.116)

Ⅱ. 원산지표시 승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유형의 행정소송 가운데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

115)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40~141면 참조.

116) 박정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2):비교법․학설․판례”,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222~225면 참조;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송물”, 『행정소

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378~379면 참조.



- 74 -

인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유형은 월권소송이다. 각 지역의 포도

주 양조자 또는 양조자조합은 자신들이 양조한 포도주에 승인된 원산지

를 표시하기 위해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승인신청을 하는데, 

심사결과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존의 원산지표시 승인이 변경 또는 취소

되는 경우에 양조자 또는 양조자조합이 취소소송의 일종인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원산지표시 승인대상 지역 가운데 

유명한 원산지는 1900년대 초에 이미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유지하고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산지표시 승인을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는 실

제에서 드물다. 그러므로 기존에 받은 원산지표시 승인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거나, 변경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변경의 내용은 크게 원산지의 지리적 범위를 어떻게 변경할 것

인가에 관한 ‘원산지 경계 획정’의 문제와 획정된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

할 것인가에 관한 ‘원산지 표시 변경’의 두 가지 문제로 구분된다. 먼저, 

원산지 경계 획정의 경우에는 포도주 양조자 또는 양조조합이 운영하는 

포도원을 특정 원산지표시 승인지역에 포함시키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배제하거나, 기존의 승인지역을 더 우수한 평판의 승인지역으로 변경하

는 내용의 처분이 문제된다. 두 번째로 원산지 표시 변경은 승인지역에 

속한 포도주 양조자 또는 양조조합이 그 원산지의 표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생기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루아르 앙주 지역의 승인된 원산

지표시인 ‘꼬또 뒤 레이용-숌므’(Coteaux du layon chaume)에 속한 포도주 

양조자들이 그 표시를 ‘숌므-프리미에 크뤼 데 꼬또 뒤 레이용’(Chaume 

1er cru des coteaux-du-layon)으로 바꾸는 내용의 처분을 구하는 경우 등

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원산지표시 승인의 취소, 변경, 거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 요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떼루아르의 개념은 불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판단하는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폭넓은 재량과 권한

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원산지표시 승인의 취소, 변경, 거부에 

관한 월권소송은 결국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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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꽁세유데따 사이의 권한분배 문제로 귀결된다. 프랑스에서는 1990년

대 중반 이후 원산지표시 승인과 관련하여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

구의 권한범위를 심사하는 꽁세유데따의 판결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하

여 행정권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117)

제2절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월권소송
Ⅰ. 대상적격
1. 개설

월권소송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것인데, 그 대상은 ‘일방적 행정행

위’(l’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로서 그 개념이 매우 넓다.118) 또한 행정

행위는 ‘법적 행위’(l’acte juridique)이지만, 프랑스에서 법적 행위라 함은 

독일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법질서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행정청

의 단순한 견해표명은 제외되지만, 경고, 권고, 공적 시설의 설치 등 독

일에서는 사실행위로 분류되는 것도 그것이 법적인 의미를 갖고 상대방

에게 ‘침익적인 결과를 초래하는’(faisant grief) 것인 한 월권소송의 대상

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개별행위(acte individuel)뿐만 아니라 

법규제정행위(acte réglementaire)도 포함한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의거하

여 내려진 개별행위에 대한 월권소송에서 행정입법을 간접적으로 다투는 

위법성 항변(exception d’illégalité)뿐만 아니라 직접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19)

117)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0~84면 참조.
118)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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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표시 승인의 경우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의 대상적격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특

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꽁세유데따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으로 

발령된 데끄레가 개별행위(l’acte individuel)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법규제

정행위(l’acte réglementaire)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시한 점이다. 개별 

양조장에 대하여 원산지 명칭을 표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일

일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 

포도수확량, 최소 알코올 도수, 재배방법, 양조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

여 데끄레로 공포하는 방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결과로

서 개별 양조장이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지기는 

하지만 개별 양조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엄

연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120) 

둘째로,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단계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

질관리기구의 제안(la proposition)만으로는 월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

지 않는다는 것이 꽁세유데따의 확립된 판례이다.121) 꽁세유데따는 2003

년 9월 29일 판결에서 아직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국립원산

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내 국가위원회의 제안은 ‘예비적이고 준비적인 성

격’(le caractère preparatoire)을 지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로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친 데

끄레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122)

그러나 예비적 성격의 ‘제안’에 해당하는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

구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표시 승인대상 지역의 변경을 거부하

는 결정은 평가의 명백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123) 국립원산지

119) René Chapus, 앞의 책, n. 705~717 참조.
120) CE, 20 septembre 1993, n. 112635.
121)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127면 참조.
122) CE, 29 septembre 2003, n. 247888. 
123) CE, 20 septembre 1993, n. 112635; CE, 2 octobre 1996, n. 16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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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명시적인 거부결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묵시

적인 거부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모두 월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여기서 묵시적 거부처분이라 함은 원산지표시 승인 대상 지역의 변경신

청에 대하여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두 달이 경과하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의 판례가 거부처분의 대상적격을 인

정함에 있어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요구하는 것124)과는 달리 프

랑스에서는 거부처분의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Ⅱ. 원고적격
1. 개설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은 매우 넓게 인정된다. 어떠한 종류이든 ‘이익’으

로 충분하고 사적 관련성이 특별히 현저할 필요는 없다.125) 프랑스의 월

권소송은 원고의 개인적 권리의 구제보다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에 초점

이 맞춰져 있는 객관소송이므로 원고적격을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

익’(l’intérêt direct et personnel)으로 넓게 인정하는 것이다.126) 꽁세유데따

는 소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

연한 판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평가된다. 여러 판례들에 나타나

고 있는 개념징표들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며, 정

당하고, 적절하며, 현재적 이익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127)

124) 최계영,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도신청거부의 처분성”, 『행정법

연구』 제14집, 421~442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5, 432면 참조.
125) Laubadère,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Tome 4, 3ᵉ éd., 1977, n. 910 et s.: 

박정훈, “독일 행정법과 비교하여 본 프랑스 행정법의 특수성”, 『행정법의 체계

와 방법론』, 박영사, 2010, 486면에서 재인용.
126)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20~1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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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법규의 사익보호성과는 무관하게 널리 사실

상의 이익, 정신적인 이익, 심지어 단체의 집단적 이익까지 포괄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납세자로서의 이익도 원고적격으로 인정된다. 이

처럼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권리침해’ 여부에 관계없이 널리 원고적격

을 인정하면서도 민중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된

다.128)

한편, 단체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독일이나 우리나라보다 

더 넓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독일의 경우 단체는 개별 법률에 의해 명

시적으로 단체소송이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공익을 위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단지 정관의 목적수행을 위한다는 것만으로 단체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의 경우 단체는 개별적 직접적 이익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 없이도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단체는 자신

의 임무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타적인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적 이익이 아닌 집단적 이익

(l’intérêt collectif)이 요구된다. 단순히 공공의 복리를 위한 소송은 허용되

지 않으며, 특정 가능한 이해관계자의 범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집

단적 이익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정 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단체의 

소송은 부인된다. 그러나 구성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

우에는 구성원의 상당수와 관계되는 행정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29)

판례상 원고적격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계쟁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

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일어나는데, 수익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와 침익처분에 대하여 그 상

127) 이원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

정방안”, 『행정법연구』 제8호, 219~266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2, 232면 

참조.
128) Johannes Koch, Verwaltungsrechtsschutz in Frankreich, 1998, S. 143.: 이원우, 

위의 논문, 232면에서 재인용.
129) 이원우, 위의 논문, 2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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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수익

처분과 침익처분의 구별기준이 문제되지만,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객

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처분 자체의 내용에 비추어 객관적

으로 상대방의 제소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처분으로, 그 반대

의 경우에는 침익처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경업자 소송’과 ‘경원자 소송’, ‘이웃소송’이 문제된

다. 

2. 원산지표시 승인의 경우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서 원

고적격이 주로 문제된다. 첫째, 침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그 처분의 위

법성을 다투는 경우와 둘째, 수익처분을 신청했으나 거부처분이 이뤄진 

경우에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

로 수익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제3자가 그 수익처분의 위

법성을 다투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와 관련하여 침익처분의 상대방에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독일과 

우리나라, 프랑스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월권소송의 원고가 

침익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제에서 중요하다. 특정 지역의 원산지표시 승인을 취소한 국립원

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처분에 대하여 인접지역의 포도주 양조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였지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적격

을 부정한 꽁세유데따의 최근 판결이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수익처분을 거부당한 상대방이 그 거부처분의 위법성

을 다투는 경우이다. 원산지표시 승인을 신청한 특정 지역의 포도주 양

조자 또는 양조자조합이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또는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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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이미 받은 승인의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가 전자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승인대상 지역

을 변경하거나 표시되는 원산지명칭을 변경하거나, 생산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어

떠한 종류이든 ‘이익’으로 충분하므로, 거부처분의 상대방을 침익처분의 

상대방과 구분하여 달리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수익처분의 상대방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그 수익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수익처분이 

제3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으로는 침익처분 또는 

거부처분과 유사한 결과를 낳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지역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한 포도주 양조자들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 명성을 인정받는 원산지표

시와 혼란을 일으킬 만한 유사한 명칭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새롭게 승

인처분이 있는 경우, 기존의 승인지역 내 포도주 양조자들이 뒤에 이뤄

진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가 있다.

3. 꽁세유데따 판결

(1) ‘생-스랭 드 프래’ 판결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2011년 8월 11일의 데끄레를 통해 

‘생-스랭 드 프래’(Saint-Seurin de Prats) 지역에서 양조된 포도주에 원산

지명칭 ‘몽트라벨’(Montravel)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2014년 8월 

17일의 데끄레로써 이를 취소하였다.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데끄레의 일부이자 원산지표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범위를 정한 

조건명세서에서 생-스랭 드 프래 지역을 배제함으로써 이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이 몽트라벨이라는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도록 승인을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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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에 대하여 몽트라벨에 대한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또 다른 

지역인 ‘몽페이루’(Montpeyroux) 지역 내 포도주 양조자들은 생-스랭 드 

프래 지역에 대한 원산지표시 승인을 취소한 2014년의 데끄레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월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꽁세유데따는 2014년의 데끄레는 생-스랭 드 프래 지역과 관련

이 있을 뿐 몽페이루 지역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승인을 취소한 것이 아

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30) 몽페이루 지역 포

도주 양조자들은 자신들이 생-스랭 드 프래 지역에서도 포도주 재배 및 

양조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스랭 드 프래 지역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취소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꽁세유데따는 원고들이 생-스랭 

드 프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

유로, 계쟁 처분인 2014년 8월 17일의 데끄레를 다툴 수 있는 원고로서

의 적격을 부여하는 이익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소를 각하하

였다.131)

(2) ‘샤또 아르삭’ 판결

1993년 9월 20일 꽁세유데따가 선고한 ‘샤또 아르삭’(Château d’Arsac)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샤또 아르삭은 기존에 승인받은 원산지표

시인 ‘오-메독’(Haut-Médoc)을 더 높은 평판의 원산지표시인 ‘마

130) CE, 30 janvier 2017, n. 386557.
131) 다음은 위의 판결문 가운데 해당 원문을 발췌한 내용이다.
   “(전략) ... le décret attaqué n'a pas exclu la commune de Montpeyroux de l'aire 

géographique de l'AOC " Montravel ". S'agissant de la commune de Saint-Seurin 
des Prats, les requérants n'établissent pas qu'ils y exercent leur activité. Dès lors 
qu'ils ne justifient pas d'un intérêt leur donnant qualité pour contester le décret 
attaqué, en tant qu'il exclut cette commune de l'aire géographique en cause, les 
conclusions de leur requête sont sur ce point irrecevables. ... (후략).”



- 82 -

고’(Margaux)로 변경하고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

다. 이에 샤또 아르삭은 꽁세유데따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묵시적 거부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꽁세유데따는 샤또 아르삭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가 내린 묵시적 거부결정의 위법

성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하였다.132) 이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행

정청, 꽁세유데따 모두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샤또 아르삭의 원고적격은 당연히 인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례는 프랑스 행정법 역사상 꽁세유데따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

리기구로 하여금 원산지표시 승인지역을 변경하도록 한 최초의 판례이

다. 

(3) ‘꺄르 드 숌므’ 판결

프랑스 옛 ‘앙주’(Anjou) 지방, 지금의 ‘맨-에-루아르’(Maine-et-Loire) 지

역 내에는 서로 인접한 포도주 원산지 승인지역인 ‘꺄르 드 숌므’(Quarts 

de Chaume)와 ‘꼬또 뒤 레이용’(Coteaux du Layon)이 있다. 이 두 지역이 

승인받은 원산지표시의 명성을 보호하고 더 높은 명성을 차지하기 위하

여 50여 년 동안 벌인 치열한 행정법적 다툼은 프랑스 내에서도 유명한 

일화이다.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가 꼬또 뒤 레이용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승인한 원산지표시에 대해 꺄르 드 숌므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이 반발하여,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 걸쳐 월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업자 소송의 유형에 해당한

다.

꽁세유데따는 두 차례의 판결에서 모두 꺄르 드 숌므 지역 포도주 양

조자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으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농식품부 

132) CE, 20 septembre 1993, n. 1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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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데끄레를 취소하였다. 이로 인해 실무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

및품질관리기구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꼬또 뒤 레이용 지역에 대한 원

산지표시 승인을 다시 내려야만 했다.

이 판결에서 개별 포도주 양조자뿐만 아니라 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

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2005년과 2009년의 판결 모두에서 ‘승인된 

원산지표시 꺄르 드 숌므 보호조합’(Syndicat de défense de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Quarts de Chaume’)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였다.133) 

이에 대하여 꽁세유데따는 구성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

로, 상당수의 구성원과 관계되는 행정결정에 대하여도 원고적격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Ⅲ. 심사척도
1. 개설

행정소송에 있어 본안심사의 테마는 계쟁 행정작용의 위법성의 문제로 

귀착되는바,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척도가 무엇인가는 바로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문제이다.134) 행정법의 법원은 일차적으로 ‘행정에 관

한 공법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법명제의 효력근거 및 현상형태’로 정의될 

수 있고, ‘그러한 법명제의 인식근거’로서 승인되는 불문법원이 다시 그 

법명제의 효력근거로 인정되어 추가된다. 행정법에 있어 법원은 한편으

로 ‘행위규범’으로서, 공행정작용에서 행정이 갖는 권한과 의무를 부과하

133) 첫 번째 판결인 2005년 판결에서의 원고는 꺄르 드 숌므 지역 내 포도원인 도

멘느 데 보마드(Domaine des baumard)를 소유한 회사인 ‘Societe civile 
d’exploitation agricole’과 ‘승인된 원산지표시 꺄르 드 숌므 보호조합’(Syndicat 
de défense de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Quarts de Chaume’)이다. 이후 두 

번째 판결인 2009년의 판결에서는 ‘승인된 원산지표시 꺄르 드 숌므 보호조합’
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였다.

134) 박정훈, “행정법원의 임무와 역할”,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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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라 국민의 행정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설정한다. 다른 한편으

로는 ‘재판규범’으로서,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 즉 행정소송에 있어 문제

된 공행정작용이 위법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행정소송의 본안심리의 테마를 이루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곧 

행정법의 법원인 것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법원을 어떻게, 어떠한 범위에

서 인정할 것인가는 바로 사법심사의 내용적, 실질적 범위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행정법의 법원의 종류를 나누면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내법 영역에서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조례, 규칙이 있으며, 국제법 영역에서는 각종 조약과 협약, 선

언, 유럽연합법 등이 있다. 또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관습법과 판례법, 

조리가 있다.135)

2. 원산지표시 승인의 경우

(1) 성문법원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과 관련하여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으로 작용하

는 법원으로는 주로 농업법전(Code rural)과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이 원용된다. 특히 앞서 서술한 농업법전 L.641-5조와 소비

법전 L. 115-1은 원산지표시 승인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므로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외에도 행정소송법전(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이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

용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독립된 법전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프랑스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독립된 법규정과 법리를 적용하고 발전시키고 있음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법률 외에도 원산지표시를 승인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율을 담은 농식품부와 소비자부의 오르도낭스(ordonnance)와 

135) 박정훈,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10, 1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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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끄레(décret), 실무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가 제정한 

아레떼(arrêté) 등이 심사척도인 법원으로서 기능한다. 

유럽법의 차원에서는, 떼루아르의 법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국제와인기

구 선언문, 원산지와 상품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 규정한 리스본 조약, 

파리 협정 등도 법원으로 기능한다.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인해 EC조약이나 EU기능조약도 법원이 된다. 특히, 프랑스의 포도주에 

관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가 2008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로 채택됨에 따라 이에 관한 유럽공동체 규칙(1308/2013)은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 

(2) 불문법원

전술한 바와 같이 불문법원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평

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을 불문법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헌법상의 법원칙으로 보아 성문

법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그 근거

를 찾는 헌법위원회의 견해와는 달리 법의 일반원칙으로 보는 꽁세유데

따의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

만, 1998년 7월 1일 보르도 제1심 행정재판소가 ‘로베르 지로’(Robert 

Giraud) 판결에서 법의 일반원칙을 원용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동 행정

재판소는 해당 판결에서 “‘포도주 시음 위원회’의 시음 방법이 평등원칙

을 위반하였으므로 ‘쌩떼밀리옹 그랑 크뤼’ 등급을 정한 국립원산지표시

및품질관리기구의 아레떼는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136)

136)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1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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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사강도
1. 개설

행정소송이란 선재하는 행정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상 그 행정의 결정을 어느 정도로 심사할 수 있는가의 문

제가 제기된다. 사실인정, 불확정개념의 포섭, 법률효과의 결정과 선택에 

관한 재량 등이 그것이다.137) 다시 말해, 사법권과 행정권의 관계, 구체

적으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결부된 전면적 사법심사의 필요성 및 당

위성을 전제로 하여 행정청에게 공익실현의 책임과 행정의 전문성에 의

거하여 어느 정도로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것은 문제된 

행정영역 및 사익과 공익의 개별․구체적 상황에 따라 같을 수 없으므로 

심사강도는 획일적으로 정해질 수 없다.138)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문제된 

사안 또는 사안 유형에 따라 심사강도를 적정하게 조절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을 조정하고 행정권과 사법권과의 기능적 권력분립을 올바로 구현할 

수 있다.

2. 원산지표시 승인의 경우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행정소송 역시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

관리기구의 결정과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에 대해 행정재판소가 사후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심사강도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행

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와 농식품부 장관의 전문성과 독립

성이 매우 강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도 꽁세유데

따의 판결을 두고 심사강도와 권력분립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

다. 행정소송은 주로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데끄레에 대하여 

137)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06면 참조.

138) 박정훈, “행정법원의 임무와 역할”,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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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소에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뤄진다. 여기서 본안판단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데, 적법성 심사를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 것이냐가 바로 심사강도의 문제

에 해당한다. 여기서 원산지표시 승인의 특수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포

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까다롭고 복잡하며 때로는 법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다.139) 

원산지표시를 승인하는 데끄레에 관한 행정재판소들의 판결들 가운데 

행정과 사법의 권한분배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대표적인 판결로는 ‘마

고’(Margaux) 판결과 ‘샹파뉴’(Champagne) 판결이 있다. 꽁세유데따는 판

결을 통해 ‘마고’(Margaux)와 ‘샹파뉴’(Champagne)라는 원산지표시 승인 

대상지역의 지리적 범위를 각각 변경하였다. 이는 행정청인 국립원산지

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권한과 최고 행정재판소인 꽁세유데따의 권한이 

충돌한 것으로서, 꽁세유데따의 심사강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140) 

이하에서는 각각의 판결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3. 꽁세유데따 판결

(1) ‘샤또 아르삭’ 판결

프랑스 보르도 지역 가운데 ‘마고’(Margaux)라는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

은 지역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가진 적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마고 승인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샤토 아르삭’(Château 

d'Arsac)은 1990년대에 들어 마고가 아닌 ‘오-메독’(Haut-Médoc)이라는 원

산지표시 지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승인결정을 받게 된다. 이에 

불복한 샤토 아르삭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포도원을 마고 지역에 다시 포

139)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73면 참조.
140) Olivier Dupéron, 위의 논문, 2014, 176~1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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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

관리기구는 이러한 원산지표시 승인 변경신청을 묵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에 또다시 불복한 샤또 아르삭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묵

시적 거부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월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오-메독’ 지역보다 ‘마고’ 지

역이 더 우수한 품질의 포도주를 생산해 낸다는 명성이 오랫동안 확립되

어 있었다. 또한 마고라는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의 지리적 범위

가 오-메독의 범위보다 더 좁아서, 마고라는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는 것

이 훨씬 까다롭고 희소성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양조된 포도주의 가격도 마고라는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가 오-메독이라

고 표시한 경우보다 당연히 더 고가에 팔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꽁세유데따는 1993년의 판결을 통해 “국립원산지표시

및품질관리기구의 묵시적 거부는 ‘평가의 명백한 하자’(la erreur manifeste 

d’appréciation)를 구성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국립원산지표시및

품질관리기구에 이행강제금(la astreinte)을 부과하여, 마고라는 원산지의 

특징에 부합하는 승인대상 지역을 다시 설정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꽁세유데따가 이 지역의 범위를 결코 직접 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무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꽁세유데따는 마고라는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승인지역의 변경을 초래하였다. 실제로 국립원

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가 꽁세유데따의 판결에 따라 재처분한 결과로

서, 샤토 아르삭은 기존에 사용하던 오-메독이라는 원산지표시 대신 마

고라는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의 사진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재처분의 결과는 샤토 아르삭이 생산한 포도주 빈티지에서도 나

타난다.



- 89 -

 

<재처분 결과 변경된 원산지표시>

이 판결의 논쟁 과정에서 샤또 아르삭은 자신들이 소유한 포도원의 떼

루아르가 마고 지역의 떼루아르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

여 공공시설법인인 ‘국립지질광업연구원’(BRGM, Bureau de recherches 

géologiques et minières)에 자비로 조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조사 결과, 

국립지질광업연구원은 샤또 아르삭의 토양과 하층토의 지질학적 구성, 

경사, 방향, 일조 등의 특징이 원산지 마고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결론 내

렸다. 꽁세유데따 역시 판결 이유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의 하나

로 인용하고 있다. 이 판결은 개별 포도원이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

기구의 결정을 뒤집고 원산지표시를 재승인 받은 유일한 판결로 남아 있

으며, 샤또 아르삭은 이를 홍보에 톡톡히 이용하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

다.

<샤또 아르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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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샹파뉴’ 판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발포성 포도주 생산지인 ‘샹파뉴’(Champagne)의 

원산지표시 승인대상 지역의 획정과 관련하여서도 꽁세유데따는 유사한 

취지로 판결하며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꽁세유데따는 판결에서 승인대상 지역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국립원산지

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결정에 ‘사실인정의 오류’(la erreur de fait)가 있다

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서도 꽁세유데따는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

기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면서

도 직접 사실인정을 새로이 하거나, 승인대상 지역의 경계를 직접 변경

하지는 않았다.141)

(3) ‘샤또 마르키 드 떼름’ 판결

앞서 살펴 본 샤또 아르삭 판결과 샹파뉴 판결 이후에도 꽁세유데따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법적 지위와 균형에 관한 논쟁은 2009

년 12월 30일 ‘샤또 마르키 드 떼름’(Château Marquis de Terme) 판결을 

통해 재점화되었다. 우선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소개하면, 프랑스 보

르도 지역 내의 샤또 마르키 드 떼름을 운영하는 포도주 양조자들은 자

신들의 포도원이 ‘마고’(Margaux)라는 원산지표시 승인지역에서 배제되

자, 마고의 지리적 범위를 정한 2007년 10월 1일 데끄레의 취소를 구하

였다.

이에 대하여 꽁세유데따는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가 계쟁 데끄

레를 정함에 있어 평가의 명백한 하자(la erreur manifeste d’appréciation)를 

범했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떼루아르와 포도주 품질 등을 평가하는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내 전문가들의 작업이 잘못됐음을 그 근

거로 들었다. 꽁세유데따는 판결에서 떼루아르의 평가와 관련된 자연적, 

141) CE, 10 février 1995, n. 13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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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역사적, 인간적 요인들과 전문가들이 사용한 방법에 관하여 하나

하나 세심하게 심사하였다고 평가된다.

(4) 평가

프랑스 내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판례들을 둘러싸고, 원산지표시 승인

지역을 설정할 권한이 꽁세유데따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가운

데 어느 기관에 있는가라는 점에 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

다. 우선 도미니크 데니스(Dominique Denis)는 샤토 아르삭 판결에 대하

여 꽁세유데따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활동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심의나 제안채택에 있어서 사실상 이를 대체한다고 

평가했다. 또 꽁세유데따가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기준인 ‘평가의 명

백한 하자’에 대하여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머리 위에는 항상 

‘다모클레스의 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평가의 명백한 하자라

는 개념은 꽁세유데따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

기구를 검열하고 나아가 사실의 재판관으로 자처하는 것을 허용할 정도

로 충분히 유연하고 모호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하였다.142)

그러나 캐롤린 르 고픽(Caroline Le Goffic)은 프랑스, EU 및 미국 내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해서 쓴 2009년 12월 학술 논문에서 법원의 권

한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틀 속에 있는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

하였다. 특히 법원은 자신들이 지정한 전문가의 심사만으로는 국립원산

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심사를 대체하여 원산지표시 승인에 대한 새로

운 제안을 만들 수가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설명하였다. 캐롤린 르 고

픽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들에 의하여 이뤄지는 전문감정이 데끄레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원

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재처분 의무를 선고할 수 있을 뿐이라며 도미

니크 데니스와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143) 

142)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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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도르 지오르고플로스(Théodore Georgopoulos)는 문제가 되는 승인

대상 지역들의 물리적 특징에 대하여 법원이 철저한 심사를 실행하였다

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평가의 명백한 하자에 대한 탐구는 원산지표시 

승인의 지리적 경계 획정의 조건에 관한 매우 정밀한 심사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반면, 프랑수아 로브(François Robbe)는 꽁세유데따가 효율적 통

제에 알맞은 방법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사법심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판결들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

기구의 절대적인 권한을 보여주며, 꽁세유데따는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

관리기구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 기준들을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팔레 루아얄’(le palais royal)의 판사들144)이 기존의 전

문가들을 대신하여 새롭게 전문감정을 실행하지 못하며, 사법심사는 국

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의하여 이미 내려진 분류결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꽁세

유데따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심사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145) 

143)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5면 참조.
144) ‘팔레 루아얄’(le palais royal)은 꽁세유데따가 위치한 곳으로서, ‘팔레 루아얄

의 판사들’이란 꽁세유데따의 재판관들을 가리킨다.
145) Théodore Georgopoulos, 앞의 논문, 2014, 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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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1절 국내법상 술 품질인증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Ⅰ.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규모 및 현황
2014년 세계주류시장가치는 판매액 기준으로 1,315조 1,554억 원이며 

시장가치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209조 원), 그 다음은 중국(199조 원)이

다. 프랑스와 일본이 각각 64조원과 60조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는 16조 3,282억 원으로 전 세계 주류시장 가치의 1.24%를 차지하

고 있다.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세계 주류시장 규모는 중국이 687억 리

터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이 202억 리터, 일본이 80억 리터, 

프랑스 50억 리터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32억 리터 정도로 세계 16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8%를 기

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46)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 규모

에 비하여 질적 측면에서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저가 맥주와 화학

적으로 만든 희석식 소주가 우리 술 시장의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주는 전체 생산량의 0.5%밖

에 되지 않는다. 세계 주류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 생

산과 수출을 통하여 농가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주류산업은 일제강점

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전통 술 문화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주류정책

이 조세징수와 세원관리, 식민지 수탈의 수단으로 집중되면서 생긴 문제

이다. 이로 인하여 저가의 술은 모두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차지하고 있

으며, 고가의 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146) 고가영, “세계 주류 시장동향 및 소비현황 분석”, 『보건산업브리프』 제187집, 
1~12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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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은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한․미, 2015년에는 한․EU(28개국), 

한․중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이처럼 주류 수출이 활발한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순차적으로 발효되어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

가 폐지되면서 국내 주류산업의 유통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자유무역협

정 체결 이전에는 수입주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주류가 상

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고가에 수입되던 주류의 가격이 낮아지고 품질 좋은 포도주, 위스키 등

이 저가에 수입되기 시작한 것이다.147) 반면, 우리나라는 주류산업에 대

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지원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품목별 수출입실적'148)에 따르면, 발효주․맥주․

포도주․증류주․주정 등 거의 모든 주류의 무역수지가 최근 5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적자 폭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Ⅱ. 술 품질인증 제도의 도입경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술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생산시설과 조건의 규율 등 

주류행정 일반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독립된 법제로 편제되지 못하고 주

세법의 일부분으로 포섭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당 행

정청인 국세청은 주류행정 일반의 문제나 주류 지원정책 등에 관심을 쏟

을 여력도, 관심을 기울일 요인도 없으며 세법 관련 학회에서도 주류행

정에 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체계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주류면허와 주류산업

147) 이동필, “전통 우리술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식품산업과 영양』 제11
집 제2호, 1~9면,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6, 2~5면 참조.

148) 관세청 ‘품목별 수출입실적’ 통계자료(2013~2017년)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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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및 육성, 위생 및 품질관리 등이 각각 다른 행정청의 업무로 분

산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주류행정 업무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각 행정

청 사이에 업무를 떠넘기는 식의 관행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이 초래되

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류면허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이, 전통주에 

대한 진흥과 육성은 농림축산식품부, 주류위생과 관련된 사항은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주류품질에 관한 규제나 인증 제도를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국세청은 2009년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

시」(국세청고시 제 2009-16호, 2009.5.25.)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술 품질인

증제를 시행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 가운데 우수한 품질의 

전통술에 대하여 국세청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시행 첫 해인 2009년에는 약주 190

개 업체, 과실주 142개 업체로부터 품질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과실

주 43개 제품, 약주 41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였다

(2009.10.28. 기준). 국세청은 이듬해인 2010년에는 탁주와 청주로 주류품

질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2011년에는 모든 주류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

웠다. 이와 함께 전통술 품질등급관리 선진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 술에 맞는 ‘4단계 전

통술 품질인증등급 제도’를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지

역별로 전통있는 주류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

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009년 5월 4일 배포하였다.149)

149) “국세청, ‘주류품질인증제’ 금년부터 시행”, 국세청 보도자료, 2009.05.04. 
(http://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o
p_code=&sub_code=&page=91&sleft_code=&ciphertext=&type=L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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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9년 8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술산업 경쟁

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국세청이 시행중인 ‘주류품평회’와 ‘주류품질인

증제’를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라 국세청의 

이러한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2010년 2월 4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술 품질인증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

련하였으며 이 제도는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인증)

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표시방법․인증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 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탁주(막걸

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을 품질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

하였다. 2010년 10월 11일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장이 술 품질인증의 본격 시행을 위하여 「술 품질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2010.10.11.),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 실

시 요령」(2011.1.1.), 「술 품질인증 기준」(2011.1.1)을 제정 고시하였다. 

한국식품연구원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주류 생산업체로부터 술 품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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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술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술 품

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1년 2월 11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을 제정 고시

하여 시행하였다.150) 이후 품질인증 대상 주류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의 총 7가지 종류

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술 품질인증 마크는 ‘가’형과 ‘나’형의 두 가지 종류가 있

다. 우선 ‘가’형은 술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될 수 있으며 

‘나’형은 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누룩 제조에 사용된 농

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부여되는 마크이다. 또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가’형은 녹색, ‘나’형은 금색으로 표시하여 색깔로 구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술 품질인증을 받게 되면 부여되는 인증번호를 인증마크 바

로 아래에 가로 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인증번호는 

“(국가지정 - 가 - XX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술 품질인증마크의 분류>

그러나 술 품질인증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류의 성장

을 이끌고 있는 주류는 저가의 맥주와 희석식 소주이며 술 소비자들은 

150) 한국식품연구원(KFRI) 홈페이지

(http://www.kfri.re.kr/cntntsService.do?menuId=MNU_00000000000003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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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매출액 기준 9조 1,27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맥주가 

4조 3,285억 원으로 47.4%, 희석식 소주가 3조 7,708억 원으로 40%를 차

지한다. 이 둘을 합치면 전체 주류시장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는 전체 주류시장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불과 6.7%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주세법」상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민속주, 지역특산주)의 매출액은 2014년 467억 원으로 우

리나라 전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술 품질인증 대상이 되는 7개 주종의 총 출고 금액은 2014년 기준으로 

7,260억 원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주류시장의 약 9.7%에 불과하다. 품질

인증 대상 주류별로는 탁주가 4,79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과실주가 1,211

억 원, 약주가 727억 원 순으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술 품질인

증 대상 주류만 놓고 보면 탁주가 전체 품질인증 대상 주류의 66%로 가

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과실주가 16.7%, 약주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

다.

이처럼 술 품질인증 대상 주류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이유로는 전통 주

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 표시제도에 의한 차별적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다.151) 이는 외국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례

로, 본고의 연구대상인 프랑스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지역명칭 통제, 

포도품종 통제, 포도수확량 통제, 포도재배법 통제, 포도주 양조법 통제, 

숙성방법 통제, 첨가물 통제 등 구체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 일본의 ‘사

케 원산지 승인’(Sake's Origin Control) 제도나 이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

의 ‘전통 사케 원산지 승인’(Traditional Sake's Origin Control) 제도 역시 

전통적인 지역명칭 통제, 승인지역 내 쌀에 관한 통제, 승인지역 내 물에 

관한 통제, 첨가물 통제, 양조나 저장방법의 통제, 효소제에 의한 당화 

금지, 액화빚음 금지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장 

151) 이동필, 앞의 논문, 2006,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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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술 품질인증 등급에 해당하는 ‘나’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

지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것’이라는 단 하나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충분

하다. 게다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NAQS,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은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프랑스의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

리기구(INAO, 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를 모방한 것으

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담당 업무가 주로 농․식료품에 치중되어 있다. 

그나마도 외국의 제도들을 베껴 통일성 없이 종류만 많은 인증제도의 운

영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2절 주류행정의 독립성 확보 및 품질인증 제도 개선방향
우리나라 성인 1명당 마시는 술의 양은 5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

났다. 2017년 6월 25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류출고량(수

입분 포함, 주정 제외)은 지난 1966년 73만 7,000㎘에서 2015년 375만 

7,000㎘로 5.1배 증가했다. 성인 1명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술 소비량은 

50년 사이에 53.5ℓ에서 91.8ℓ로 1.7배가 된 셈이다.152) 1인당 주류소비

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인당 술 소비량도 많은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

간 알코올 소비량은 2010년 기준으로 6.2ℓ인데, 우리나라는 2배에 달하

는 12.3ℓ이다. 국민 1인당 한 달 평균 1ℓ가량을 마시는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술 소비량이 많아 건강상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거나 ‘사회

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술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152) “국내 성인 1인당 술 소비량 50년새 2배 가까이 늘어…국민 주류는 ‘맥주’”, 
2017.06.25. 기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5/2017062500784.html?rsMobile=f
alse#csidx859c3e723892d389ef7f10858e580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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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술은 중요한 기호식품으로서 각 직장에서, 학교

에서, 가정에서 이미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술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능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때문에 단순히 술 소비를 줄

이자는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성 

없는 주장보다는 이왕 마실 술이라면 ‘더 좋은 술’을 ‘적절한 방법으로’ 

마시는 것이 국민 건강과 복리,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을 높이는 데 더 

유효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된 지적사항 중 하나는 바로 ‘프랑스의 포도주와 같이 차별화된 품

질의 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나 수요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있겠느

냐’라는 점이었다. 주류행정 제도, 특히 주류의 원산지와 품질인증 제도

의 체계화에 대하여 ‘규제는 번거롭고 주류의 가격 상승만 초래할 것’이

라는 우려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우리의 술 소비 패턴은 최근 

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우리나라 술 소비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종은 여전히 저렴한 공산품으로서의 맥주와 희석식 

소주이기는 하지만, 최근 소규모 양조장에 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별로 소규모 맥주 양조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이

름을 딴 고유한 특성을 지닌 수제 맥주의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1병당 3천 원 내외의 공산품으로서의 맥주가 아니라 

1잔에 7-8천 원 내외, 비싸게는 1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을 지불하더라

도 양조장별로 고유한 맛과 특징을 지닌 수제맥주를 찾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각 지역별로 전통 소주나 막걸리, 과실주를 되살리기 위

한 노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였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제공되었던 전통 소

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사실을 통해서도 이러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소비 패턴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아직 담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술의 원산지와 재

료, 양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려는 통일성 있는 술 품질인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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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술 양조자들에게는 차별화된 술을 생산할 동기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술 선택과 소비의 즐거움을, 더 나아가 보다 

건강하게 술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류행정이 앞으

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지금처럼 외국 제도를 우리 법제로 

단순히 ‘베끼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술 품질인증 제도가 성공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만의 법제를 만들기 위하여 비교법적인 고찰이 

필수적이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각 나라별로 일반 행정법제나 법리가 다

를 뿐 아니라 술의 제조방식이나 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

소, 양조 문화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프랑스 포도주의 특징이 우

리나라의 막걸리나 과실주와 다르고, 일본의 사케가 우리의 청주와는 다

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포도주 법제가 포도주의 가장 큰 특징인 떼루

아르 개념을 법개념으로 정립시키는 데에서 출발한 것처럼, 술에 관한 

품질인증 제도는 규율 대상인 술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야 실

효성이 있다. 그렇지 못한 법제로는 독일의 맥주순수령의 사례와 같이 

술 품질인증 제도나 규제에 대하여 술 양조자나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려

울 것이다.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등을 맺을 때에도 협상 대상국에

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곧 술 품질인증 제도

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지금처럼 현실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법 문언’로서 존재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를 내포한다.

우리 술과 술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우리만의,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법제의 수립이 시

급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 홍보와 주류산업 관계자, 소비자들의 

협조 또한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통일적 정책 

수립과 집행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행정기구나 조직의 재정비이다. 

지금과 같이 국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여러 기

관에서 업무를 나누는 방식으로는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법제의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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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하여 해외에서 막걸리를 직접 빚어 마시는 외국인들이 선

풍적 인기를 끌기도 한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전통 술의 세계화

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안타까운 부

분은 첫째로는, 우리 전통술에 대한 이러한 인기가 주류산업의 생산력 

증대나 고부가가치 창출로 전혀 이어지지 못하는 데에 주류행정법제의 

미비가 한 몫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일본이 과거 우리의 ‘김치’

를 ‘기무치’라고 상표등록을 하여 국제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둔 것과 같

이 ‘막걸리’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막걸리는 ‘한국의 전통 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국내외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우리 술’이라

는 전통문화의 영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단순히 홍보나 교육과 같

은 ‘소프트한’ 방식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표

준화된 법이나 제도, 우리 국내법의 특수성이 잘 버무려진 법과 제도라

는 ‘하드웨어’가 밑받침이 될 때에만 우리 술에 담긴 문화와 전통, 여기

에 녹아 있는 ‘혼’을 되살려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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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19세기 후반 미국산 포도나무에 기생하는 진드기의 일종인 ‘필록세

라’(Phylloxera)의 창궐로 인하여 유럽 전역의 포도밭이 황폐화되고 가짜 

포도주가 기승을 부렸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포도주를 영국으로 수

입하기 위하여 영국 해군이 강한 군사력을 키웠다’는 말이 전해내려 올 

만큼 포도주의 품질로 대변되던 프랑스 국민들의 자긍심은 무너졌고, 국

민들의 건강과 공공복리는 땅에 떨어졌다.

절체절명의 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포도주의 원산지를 관리하고 품

질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 정부는 강력한 행정권의 발동을 통하

여 직접 포도주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물로서 탄생한 제도가 바

로 포도주에 관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이다. 위기에 빠진 포도주 산업

을 현재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부흥시키고, 각 지역의 고유한 

양조문화와 미식문화, 더 나아가 국가적 자긍심을 되살린 것은 다름 아

닌 ‘포도주 행정법제’라고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핵심개념은 원산지의 지리적․인문학

적 특성의 총체인 ‘떼루아르’와 포도주 품질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다. 

이는 프랑스 행정법에 특유한 떼루아르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키는 토대

가 되었다. 원산지의 토양, 지질, 기후, 생물학적 다양성, 지리학적 특성 

등 환경적 요인과 포도주 양조자들의 관습, 양조기술, 문화와 철학, 역사 

등 인문학적 요인을 아우르는 개념인 떼루아르는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

의 정수이다. 그 개념의 중요성만큼이나 다의성을 갖는 떼루아르 개념과 

법리에 대하여는 프랑스 법학계 내에서도 학설상 논의가 풍부하게 이뤄

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법 내에서도 확고한 법개념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포도주 양조자들이 원산지표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소비법전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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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의 규정에 따라 1) 포도주의 품질과 떼루아르의 관련성 2) 원산지의 

확립된 명성 3) 포도품종․수확량․재배방법․최소 알코올 도수․양조방

법 등의 통제된 생산조건 4) 지역 양조조합이 작성한 조건명세서의 네 

가지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체적 요건을 갖춘 양조자들은 농업

법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립원산지및품질기구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국립원산지및품질기구는 이를 심사한 뒤 농식품부 장

관에 승인 또는 거부를 제안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 제안을 변경할 수 

없으며 오로지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을 뿐이며, 승인된 제안은 데끄레

의 형식으로 발령되고 공포된다.

이러한 원산지표시 승인 행위는 꽁세유데따의 판례에 따르면 데끄레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행정입법’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승인

에 대한 신청을 거부하거나 기존의 승인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포도주 양조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승인은 ‘기속행위’이

다. 따라서 국립원산지및품질기구 또는 농식품부 장관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포도주 양조자라면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승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양조자의 수를 행정청이 정책필

요에 의하여 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양조업자들은 생산된 포도주에 원산지를 표기

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집단적인 권리를 얻게 된다. 이러한 권리는 소유

권의 객체가 아니며,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양조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표권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프랑스 법학계의 통설

이다. 또한 승인받은 지역 내 양조자들은 도시계획의 사전 의견청취 과

정에서 자신들의 떼루아르를 보호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받는다. 양조자들은 승인의 효과로서 배타적, 집단적 권리를 얻지

만, 이 권리를 토지사용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할 수는 없다. 원산지

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사용권과 분리될 때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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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떼루아르의 중요성 때문에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월권소

송은 승인대상 지역이 원산지표시에 상응하는 떼루아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행정청이 적법하게 심사했는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주를 이

룬다. 소송의 내용은 크게 승인대상 지역의 지리적 경계를 획정하는 문

제와 표시되는 원산지의 명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나

뉜다.

소송요건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꽁

세유데따는 데끄레의 형식으로 이루지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행위는 개

별행위가 아니라 법규제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일관되게 판시한

다. 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제안만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예비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월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

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제안에 해당하는 결정이라고 하더라

도 승인대상 지역의 변경을 거부하는 결정은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승인을 취소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결정, 

또는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의 직접 상대방에게는 원고적격이 폭넓게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익처분의 상대방과 상반되는 이해관계

를 갖는 제3자가 그 수익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이다. 원산

지표시 승인대상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승인받지 못한 포도주 양조자들

이나, 먼저 승인이 이뤄진 원산지표시와 유사한 명칭의 승인이 인접지역

에서 나중에 이뤄진 경우에 기존의 승인지역 내 포도주 양조자들에게 원

고적격이 인정되었다.

심사척도로는 농업법전, 소비법전, 행정소송법전 등의 법률과 농식품부 

및 소비자부의 오르도낭스, 데끄레, 아레떼 등이 성문법원으로 인정된다. 

유럽법의 차원에서는 국제와인기구 선언문, 리스본 조약, 파리 협정, EC

조약, EU기능조약 등도 법원이 된다. 또 관습법, 판례법, 조리, 법의 일

반원칙 또한 불문법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과 관련하여 심사강도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포도주 원산지에 대한 심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분야



- 106 -

이기 때문이다. 꽁세유데따는 행정행위에 명백한 평가의 하자 또는 사실

인정의 오류가 있을 경우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결정을 취소

하는 판결을 한다. 그러나 원산지표시를 심사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

성 때문에 재처분의 내용을 직접 판결에 명시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

하여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및 농식품부 장관과 사법

기관인 꽁세유데따 사이의 권한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꾸준

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등장하면서 프랑스의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유럽

법 차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일부 회원국은 원산지표시 보호 제

도가 회원국 간 상품의 자유 이동에 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

기하였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공공이익 우선의 원칙’에 의해 원산지표

시 보호 제도가 정당화된다고 판시하며, 과거 독일의 맥주순수령을 폐지

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독일 맥주순수령과 프랑스의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가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원산지

표시 승인 제도를 통해 떼루아르의 특성이 포도주의 품질, 더 나아가 소

비자 보호와 직결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

리나라의 주류행정을 주세의 문제로부터 분리하여 주류의 품질제고 및 

국민의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세’와 ‘행

정’은 각각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능, 법원(法源)과 규제원리 등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프랑스를 비롯해 다른 유럽국가들의 

경우처럼 이를 농수산품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민에게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과 복지, 

행복추구권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07 -

제2절 결어
주류행정은 단순히 주세 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주

류산업 규제,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관되

어 있다. 더 나아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양곡과 과실의 수급 조절, 농업

정책과의 조화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보

호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종합행정’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만

큼 주류행정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소규모 양조장이 늘어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품질의 차별화

된 술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전통

주를 비롯한 다양한 주류산업의 지원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일정

한 생산조건만 충족하면 주류제조 면허를 발급하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차별화된 술을 만들 요인이 많지 않다. 양조자는 차별화된 술을 제조한

다고 하여도 이를 소비자에게 증명해 보일 방법이 없으며, 소비자 또한 

술의 품질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화

하는 현실을 행정법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괴리를 해결하고 주류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류행

정과 주세행정의 문제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수 확대의 관점에 

국한된 접근 방식은 술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행복추구권을 보

장하기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더 나아가 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나 

품질인증 제도의 미비는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하는 데에

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주류행정과 주세행정의 이원화는 앞서 주요 선진

국들의 입법례에서도 살펴봤듯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

다.

주세와 주류행정을 분리하는 이원적 법제를 택하게 되면 담당 행정청

도 지금과는 달라져야할 것이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국세청이 주세와 

주류행정의 문제를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성 결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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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2000년대에 들어서 국세

청이 주세와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를 담당하는 한편, 주류의 안전성 문

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주류의 원산지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

가 이관되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업무범위에 혼선만 초래되어 서로 업

무를 미루고 있는 형국이며 주류행정은 통일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

다. 따라서 프랑스 방식과 같이 주류와 다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업

무를 모두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도록 하거나, 혹은 주류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행정청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통일성 있는 주류행정 법

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프랑스 포도주의 맛은 법의 맛”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프랑

스 포도주의 세계적인 명성은 발전된 주류행정 법제, 특히 원산지표시에 

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서 나온다. 프랑스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가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이유는 법을 통한 규제뿐 아니라, 

떼루아르와 포도주 품질 사이의 연관성이 끊임없이 검증되어 왔기 때문

이다. 풍부하게 이뤄지고 있는 떼루아르에 대한 과학적․경제적․사회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규제 대상자인 포도주 양조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상품의 자유이동에 

반하는 상당수의 규제적 조치들이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포도주 행정법제는 살아남아 오히려 유럽연합 규칙의 기초가 되는 쾌거

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인류문명 발전의 원동력이자 창의력의 원천인 술

을 더욱 건강하게 마시고 품격 있게 즐기기 위하여 ‘인류의 보편적 지혜

로서의 행정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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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étude sur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AO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Cheon, Hyojeong
Faculté de droit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Le monde du vin est construit siècle après siècle, génération après 

génération et qui vit intensément le temps présent en France. La qualité 

d’un vin n’est pas seulement due à la nature de son cépage, mais aussi au 

sol et au terroir où il est produit. Les contingences géologiques ou 

climatiques, les traditions propres aux modes d'élaboration ont, depuis 

toujours, été considérées comme les critères d’excellence sur lesquels devait 

se fonder la réputation des grands crus qui ont donné aux vins français une 

position d’exception chez les amateurs du monde entier. La ville et son 

vignoble portent la trace d’une histoire mouvementée et riche, constamment 

marquée par de nombreuses influences étrangères. Les consommateurs de vin 

cherchent et trouvent dans chacune de leurs bouteilles, l’histoire d’un terroir, 

d’une famille et le plaisir des sens.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AOC) s’intègre pleinement dans cette 

approche culturelle et sociale des produits du terroir. L’appellation d’origine 

correspond à la dénomination d’un pays, d’une région ou d’une local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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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ant à désigner un produit qui en est originaire et don't la qualité ou les 

caractères sont dus au milieu géographique, comprenant des facteurs naturels 

et des facteurs humains. Le contrôle de l’appellation d’origine doit garantir 

le respect de la typicité du produit, le lien avec le terroir. Il se veut gage 

d’identification, de sécurité et de qualité, pour le consommateur notamment.

La reconnaissance d'une AOC nécessite l'adoption d'un décret sur 

proposition de l'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INAO), 

établissement public administratif rattaché au Ministère de l'Agriculture. La 

proposition comporte la délimitation de l'aire d'appellation d'origine, les 

conditions de production et les conditions d'agrément de láppellation. Les 

ministres rejettent ou adoptent tel quel le décret proposé par l'INAO, sans 

pouvoir le modifier.

Concernant cette procédure, le juge administratif peut être saisi de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contre les décrets de reconnaissance d'AOC. Le juge 

administratif annule le décret illégal par le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ainsi le arrêté par le directeur de l'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 Par conséquent, la question de la répartition des 

rôles entre l’autorité administrative et le juge est survenu. Ensuite donc, les 

éléments constitutifs d’une AOC sont soumis au contrôle du juge, ce qui 

traduit une certaine judiciarisation du terroir.

Cette réglementation nationale française qui va peu à peu s’étendre à toute 

l’Europe et ainsi modéliser une grande partie de la production mondiale 

aujourd'hui. C’est donc un cas d’extension géographique d’une 

réglementation, au départ essentiellement nationale, à une zone beaucoup 

plus large, en raison d’une intégration politique et institutionnelle. 

L'étude sur le rôle que joue la théorie juridique française des appellations 

d'origines contrôlé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peut fournir quelque 

perspectives utiles au régime coréen à propos de l’administration sur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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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ssons alcooliques, de la santé publique, du plu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et de l'action administrative pour le contrôle de la légalité.

Mots-clés : le vin, le terroir,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AOC),       

              l'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INAO), 

            le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Numéro d'étudiant : 2014-22802



 

 

저 시-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2.0/kr/


법학석사 학위논문

프랑스법상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

(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

천 효 정



프랑스법상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

(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지도교수  朴 正 勳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

천 효 정

천효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i

국문초록

프랑스법상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
(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천 효 정

주류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품질관리 등과 같은 주류행정은 단순히 주

세확보를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행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더 나아가 태초부터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술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및 복지, 행복

추구와도 관련이 깊다. 특히 주류산업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양곡, 과실

의 수급조절, 농업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장기

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류행정은 별도의 법제로 편제되지 않고 주세행정

과 함께 주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데 그침으로써 그 소명을 다하지 못

하고 있다. 주류행정 업무 또한 국세청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주류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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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눠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류행정 업무가 파편화되고 각 

행정기관 사이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처럼 주류

행정과 주세행정이 분리되지 않은 법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주요선진

국 가운데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이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잔재로서, 일

제가 조선 수탈의 일환으로 주세령을 공포하고 우리나라 전통 양조문화

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던 뼈아픈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정부

는 전통주를 되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성공하지 못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우리 술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및 복지와 직결되는 주류행정법제의 발전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시

도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과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 프랑스 포도주와 이를 가능하게 만든 포도주 행정법제를 고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포도주 행정법제 가운데 정수(精髓)라고 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 승인’(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프랑스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만큼 풍부한 법리가 발전되어 왔다. 이 때문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다른 포도주 생산국가가 프랑스의 법제를 받아들였으며, 더 

나아가 유럽연합 규칙으로 제정된 ‘원산지표시 보호’(AOP, l’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제도 역시 프랑스 법제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핵심개념은 원산지의 지리적․인문학적 특성

의 총체인 ‘떼루아르’와 포도주 품질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다. 이 때문

에 떼루아르의 법개념과 구성요소, 떼루아르에 따른 원산지의 범주화, 이

를 위한 행정절차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승

인 제도의 요건과 절차, 효과를 살펴보고 승인 제도가 자유경쟁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할 것이다.

더 나아가 승인의 위법성을 다투는 월권소송에 관하여 꽁세유데따의 

판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심사척도, 심사강

도의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판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심사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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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주류행정 분야는 행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시되기 때

문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와 꽁세유데따 사이의 권한분배 문제

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학술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술 품질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주류행정의 독립성 확보와 술 품질인증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단순히 취하기 위한 알코올 섭취수단과 세수확보를 위

한 과세대상으로서의 술이 아니라, 우리의 양조문화와 삶을 풍요롭게 하

는 종합행정으로서의 주류행정법의 역할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주요어 :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원산지표시 보호(AOP, l’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떼루아르, 

월권소송, 주류행정, 술 품질인증 제도

학번 : 2014-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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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술 마시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임비벤스’(homo imbibens)라는 용어

에서 드러나듯이, 술은 인류가 수렵・채취 생활을 하던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인류 최초의 술은 따뜻한 기후에서 익어가

던 과일이 나무나 덤불, 덩굴 등에 떨어져 그 액체가 흘러나오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던 효모와 만나 발효되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

정된다.1)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당이 알코올로 변하게 되는데, 이를 우

연히 맛보게 된 인류가 처음에는 자연 발효된 과일을 찾아다니다가 적극

적으로 발효를 시도하면서 술의 제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2)

오늘날과 같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식수가 보급되기 전

에는 술이 물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음료로 여겨졌다. 현대 의

약품이 나오기 전에 술은 인간의 고통을 누그러뜨려주고 질병을 치료하

는 약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위생이 담보되지 않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감염을 막고자 물 대신 술을 마셨다. 또한 에너지원이 부족했

던 고대에는 높은 열량을 내는 알코올과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술이야말

로 자원이 부족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인류가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에너지 보급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술은 점차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문화의 총체로서 자리매김하며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른다. 인류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하거나 저승으로 떠나보내는 의식인 관혼상제를 치

를 때, 제사나 종교 의식을 치를 때 술과 함께였다. 음주는 환각을 유도

하고, 종교적 의식에서 한껏 고양된 종교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월하

게 해낼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종교와 정치, 법이 분리되지 않았

던 중세 시대까지 술은 곧 권력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1) Patrick Edward McGovern, 『술의 세계사』, 김형근 역, 글항아리, 2016, 48면 

참조; 서현수,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 경영과회계, 2007, 43면 참조.
2) Patrick Edward McGovern, 위의 책, 김형근 역, 2016, 44면 참조.



- 2 -

와 같은 인류문화의 위대한 유적은 노동을 제공하는 일꾼들에게 엄청난 

양의 알코올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룩되었다. 위대한 문학가들과 예술

가들에게 술은 창조의 원천이 되었다.3)

이처럼 인류문명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술은 오래 전부터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져 왔지만, 과음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각

종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근대국가는 법과 제도로서 주류제조와 판

매 등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05년 일제가 을사조

약을 강압에 의해 체결한 뒤,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재원을 조

달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토지개혁과 주류개혁이었다. 

일제는 1905년부터 1908년까지 조선의 주류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토대

로 1909년 2월 ‘주세법’을 제정・공포하였다.4) 이후 주세법의 내용을 구

체화한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이른바 ‘주세령’이 7년 뒤인 1916년 7월 

25일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1일 공포된다.5)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전까지 일반 가정에서 빚어 마시던 술인 ‘가양주’(家釀酒)의 제조는 면허

제로 바뀌었다. 그런데 일제는 가양주 양조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

업적 양조장보다 더 높은 세액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민족문화 말살과 세

원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1918년 

375,757명에 달하던 가양주 양조 면허자 수가 14년 뒤인 1932년에는 단 

1명으로 줄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다.6) 반면, 기업형 주조 공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일제는 기업형 주조 공장에서 본인들이 ‘근대화’된 방

식이라고 주장하는 양조기술을 실험하거나 교육하는데, 실상은 대량생산

과 대량유통을 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양조기술의 진정한 

과학화와 다양화, 그리고 과거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인문향이 담긴 고

3) Patrick Edward McGovern, 앞의 책, 김형근 역, 2016, 591면 참조.
4) 서현수, 앞의 책, 2007, 53면 참조.
5) 이화선․구사회, “일제강점기 주세령(酒稅令)의 실체와 문화적 함의”, 『한국의 

술 100년의 과제와 전망』, 25~66면, 향음, 2017, 30~31면 참조.
6)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25), 758~759면․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33), 588면, 이화

선․구사회, 위의 논문, 2017, 34~3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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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술 문화는 퇴보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값

싸고 저급한 식용 알코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다.7) 조선시대까지 번창하였던 우리나라의 고유한 양조기술은 일제치하

에서 깊은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각 문중과 지역마다 특색을 지녔

던 전통의 술맛과 양조 문화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토속주의 

침체기는 광복 이후에도 장기간 계속되어 지금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하

고 있다.

우리의 술 문화 전반이 말살되는 동안 반대급부로 일제의 조세 수입은 

급증하였다. 일제가 조선에서 거두어들인 조세 수입 가운데 주세가 차지

하는 비중이 1910년 1.8~2.0%에서 1935년에는 30.4%로 급격히 상승하였

다. 주세로 거두어들인 세수의 비중이 전체 조세 수입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 것이다.8) 이처럼 일제의 식민 지배와 수탈의 일환으로서 

주류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류에 관한 행정

법제는 주류문화의 발전 진흥, 소비자의 건강 증진보다는 오로지 주조 

권한에 대한 ‘규제’와 수익에 대한 ‘과세’에 치중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

다. 이러한 단적인 예로 주류면허 관리, 판매허가 등과 같은 주류행정에 

대한 법률규정이 주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주세법’의 일부로 규정되

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입법례를 택하고 있는 나

라는 주요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9)

주세와 주류행정의 일원적 규율은 단순히 주류문화의 침체를 초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주세법

은 세법의 일종이고 우리의 법제는 세법과 관련하여 행정법적 쟁점이 발

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은 일반행정법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7) 이화선․구사회, 앞의 논문, 2017, 53면 참조.
8)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가운데 1910년 통계는 ‘주세 수납액’과 ‘내국세 및 역둔토 

수입 수납액’을, 1935년 통계는 ‘주세’와 ‘국세 수납액(1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9) 이은경․이정미․마정화, 『주세법상 주류행정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106~1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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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세법의 독자적 규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10) 그런데 세법

의 일종인 주세법에서 주류제조면허 관리와 같은 주류행정도 규율하다보

니 이러한 주류행정에 대한 법적 규율은 세법의 독자적 규율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법의 일반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특히 

주류면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주류행정에 대해서도 조세법률주의를 엄

격히 적용하여 불문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11) 여부 등의 문제가 파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국

내의 연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12)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프랑스법상 포도주의 ‘원산지

표시 승인’(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을 중심으로 주류행정법

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포도주 행정법제는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됐을 뿐 아니라, 세밀한 규정과 함께 풍부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된다. 그 결과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다른 포도주 생산국가

로 하여금 프랑스의 법제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프랑스 포도주 행정법제는 유럽연합법과 각종 국제조약 및 협정의 기초

가 되었다. 프랑스 포도주 행정법제는 포도주 못지않은 국제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법제도는 이를 통해 그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여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며, 나아가 

그러한 법제도를 다른 국가에 전수함으로써 당해 개별국가 내에서도 유

리한 지위를 선점하게 된다13)는 점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10) 이동식, “주류면허 관련 행정법적 이슈들에 대한 법적 규율”, 법학논고 제59
집, 63∼89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63면 참조.

11) 서현수, 앞의 책, 2007, 93-95면 참조.
12) 이동식, 위의 논문, 2017; 이영동, “주류면허와 필요적 전치주의”, 조세법연구

제12집 제1호, 274~316면, 한국세법학회, 2006; 박명호․문예영 공저, 우리나라

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7 등이 있다.  
13)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정법연구 제

48호, 83~112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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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이 단순히 정부의 규제를 받는 지위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이뤄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운영에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며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규제

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며,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public 

consultation)를 거치면서 규제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규제 상대방

의 수용가능성 또한 제고되기 때문이다.14)

이와 더불어 프랑스에서는 포도주 산업의 경제적 규모에 힘입어 포도

주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에 관한 수많은 행정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어

떠한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포도주 수출과 수입에 엄청

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 포도주의 깊은 맛과 향

만큼이나 최고 행정재판소인 ‘꽁세유데따’(Conseil d'État)에 의한 판례 법

리가 하루하루 숙성을 거듭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포도주 행정법제를 우리나라의 주류행정법제와 비

교하여 고찰한 뒤, 우리나라 주류행정법제의 한계를 짚어보고 발전 방향

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술의 품질을 높이고 침체된 전통 

양조문화를 되살려 궁극적으로는 우리 술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기준과 제도 마련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대 로마

의 작가이자 박물학자였던 대(大) 플라니우스가 남긴 격언인 ‘포도주 속

에 진실이 있다’(in vino veritas)는 말처럼 포도주 행정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인류 보편의 지혜로서의 행정법원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14) 최계영, “의견수렴의 최근 동향 : 독일, 프랑스, 영국에 대한 OECD의 평가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4집 제2호, 125~132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

터, 2011, 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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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프랑스는 포도주 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법적 제도와 규정을 마련

하고 있다. 포도나무의 식재에서 시작하여 포도의 수확, 수확된 포도의 

분류, 포도주의 발효와 숙성, 병입(甁入), 그리고 병입한 포도주에 승인된 

원산지를 표시하여 이를 시장에 출품하고 유통하는 전 과정에 행정이 관

여하고 있다. 포도주와 관련된 공법적 개입과 더불어 지식재산권법은 포

도주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15)

본고에서는 광범위한 포도주 법제 가운데 ‘원산지표시 승

인’(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과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포도주의 품질과 개성은 생산지역의 토양과 밀접

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원산지표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포도주의 거래가격이 정해질 때나 소비자가 포도주를 선택할 

때, 포도주의 생산지역과 포도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프랑스 행정법상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의 개념과 법

적 성격, 행정청의 심사 및 승인절차, 이에 대한 불복 및 구제 절차, 이

에 대한 행정소송을 살펴본다.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소개한다. 아울러 프랑스 포도주

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와 우리나라의 술 품질인증 제도를 비교할 것

이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보자 한

다.

제1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프랑스 포도주 행정법제에 대해 살펴보기 전

에 예비적 고찰로서 술의 의의와 규제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이후 주세

와 주류행정의 이원적 법제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국내법과 외국의 입

15)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Droit de la vigne et du vin : Aspects 
juridiques du marché vitivinicole, 2ᵉ éd., Féret, 2010,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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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례를 비교할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법상 포도주의 법적 개념과 요

건을 살펴볼 것이다.

제2장에서는 프랑스법상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의의를 살

펴본다. ‘원산지표시 승인’의 상위 범주로서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연혁

과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에 따른 포도주의 등급분류체계

를 간략히 소개한다. 그런 뒤 ‘원산지표시 승인’의 법적 개념과 성격, 상

표권과의 차이점 등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원산지표시 승인’의 요건과 절차 및 효과를 살펴본다.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떼루아르’ 개념을 중심으

로 고찰한 뒤, 승인의 구체적 절차를 소개한다. 이후 승인의 법적 효과로

서 포도주 원산지표시에 대한 보호적 기능을 소개한다. ‘원산지표시 승

인’이 갖는 배타적이고 보호적인 기능과 더불어 토지사용권의 양도 및 

도시계획의 사전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하여 이뤄지는 행정소송의 구체적 

실제를 살펴본다.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행정소송의 주된 유형인 월

권소송에 관하여 대상적격, 원고적격, 심사척도, 심사강도의 네 가지 기

준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국내법상 술 품질인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 

뒤, 현행 술 품질인증 제도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특히 현행법에서 조

세법의 일부로 편제되어 있는 주류행정이 독립된 별도의 법제로 발전하

여야 할 필요성을 논하고 이를 토대로 주류행정의 발전방향과 지향점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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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예비적 고찰
제1절 주류행정법에 대한 문제의식
Ⅰ. 술의 개념 
우리 법에서 ‘술’에 관하여 개념을 정의한 법규는 많지 않다. 다만, 주

세법은 주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과 세율, 그리고 주류

제조와 판매업 면허의 요건 등을 규정하면서, ‘주류’와 ‘전통주’에 해당

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주세법 제3조 제1호는 “‘주류’란 다

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서술하면서 ‘가’목에서 “주정(酒精)”을, 

‘나’목에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 이와 함

께 동법 제1의2조는 “전통주”에 해당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가’목의 “주정(酒精)”이란 ‘에탄올(ethanol)’을 뜻하는데, ‘에탄올

(ethanol)’은 “에탄의 수소 원자 하나를 하이드록시기로 치환한 화합물로

서, 특유한 냄새와 맛을 가지고 인체에 흡수되면 흥분이나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정의된다. ‘나’목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와 관련하여 ‘알코올분 도수’는 “알코올 음료에 대한 에탄

올의 부피 농도를 백분율(퍼센트)로 표시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

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술의 개념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취

하는 음료”라는 사전적 의미 크게 다르지 않고 할 것이다.

Ⅱ. 술의 기원
술은 인류가 만든 가공식품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태초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술은 인류

가 목축과 농경을 시작하기 이전인 수렵・채취 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으

로 추정된다.16) 당분을 함유한 과실이 땅이나 바위에 떨어져 공기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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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와 만나 발효되어 알코올을 함유하는 액체로 변한 과실주의 형태가 

술의 시작으로 보인다.17) 술을 만드는 데는 물, 당분, 효모가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섭씨 20~30도의 온도가 

유지되면 알코올 발표가 일어나는데, 과실은 수분이 80~90%에 달하며 

당분이 10~15% 들어 있는데다 그 껍질 부분에는 효모균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과실에는 술을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자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며 태초의 술은 과실주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에 있다. 이는 숲에서 살아가는 원숭이들이 도토리와 머루 등으로 술을 

만들어 마셨던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18) 

술은 각 문명의 신화에도 종종 등장한다. 그리스 신화에는 디오니소스

(Dionysus), 로마 신화에는 바쿠스(Bacchus)라고 불리는 포도나무와 포도

주의 신이 등장한다. 이 신은 대지의 풍작을 관장하는 신으로 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여행하며 각지에 포도재배와 양조법을 전파했다고 

전해진다. 이집트 신화에서 신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꼽히는 오시리스

(Osiris)는 지하세계와 풍요의 신으로서, 보리로 술을 빚는 법을 가르쳤다

고 전해진다. 또 구약성서 의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하느님

이 노아에게 포도의 재배방법과 포도주의 제조방법을 전수했다고 기록되

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하나라의 시조 우왕 때 의적이 처음 곡류로 술을 

빚어 왕에게 헌상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 후 의적은 주신으로 숭배되고 

그의 이름은 술의 다른 명칭이 되었다.19)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시조

인 주몽의 탄생과 건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몽 신화'에 술을 마

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가 물의 신 하백에게 

16) Clarence Hodges Patrick, Alcohol, Culture and Society, AMS Press, 1970, 
26~27면 참조.

17) Pierre Fouquet․Martine de Borde, 『술의 역사』, 정승희 역, 한길사, 2000, 32
면 참조.

18) 노성환, “술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비교민속학』 제13집, 511~541면, 비교민

속학회, 1996, 516~517면 참조.
19) Iain Gately, Drink : A Cultural History of Alcohol, Gotham Books, 2009, 

16~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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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딸 유화와의 결혼을 간청하자, 하백이 해모수에게 술을 권해 해모

수를 취하게 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다.20) 

술은 종교와도 밀접한 관련을 보여 왔다. 주술사들은 신을 영접할 때 

그들의 능력을 한껏 고양시키기 위해 술을 마셨고, 거의 모든 종교 의식

에는 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베다 시대에는 소마(soma)주를 

빚어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있었고, 가톨릭에서는 포도주가 예수피의 상

징이라 하여 사제가 미사 중에 포도주를 마신다. 또한 술은 어느 문화권, 

어느 나라에서나 관혼상제와 같은 의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21)

이처럼 인류 역사와 함께 해 온 술의 종류는 시대별로 주식의 종류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해 왔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수렵·채취 시대의 

술은 과실을 발효시켜 만든 과실주였지만, 유목 시대에는 가축의 젖을 

발효한 젖술이 만들어졌다. 이후 농경 시대에 들어서는 곡물을 발효시켜 

빚은 곡주가 탄생했다. 청주나 맥주와 같은 양조주는 녹말을 당화시키는 

방법을 발견한 후에야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소주나 위스키와 같은 증류

주는 가장 후대에 와서 빚어진 술이다.22) 

Ⅲ. 주세법상 술의 분류
우리나라 주세법은 술을 크게 ‘주정’과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

류’로 분류하고 있다. ‘주정’은 전분 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 이상으로 증류한 순수 에탄올을 말한다. 주로 

물에 희석하여 살균 및 희석식소주의 제조 등에 사용한다. ‘발효주류’에

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가 있으며, ‘증류주류’에는 소

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가 있고 그 이외의 주류에 해당하

20) 정대영, “한국의 술, 대안 찾기 : 우리 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한국

의 술 100년의 과제와 전망』, 향음, 2017, 93~94면 참조.
21) Iain Gately, 앞의 책, 21~26면 참조.
22) 서현수, 앞의 책, 43~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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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술은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Ⅳ. 주세와 주류행정 분리의 필요성
술은 인류문명에 꼭 필요하며 문화, 예술, 철학의 발전에 긍정적 가능

을 수행해 왔지만, 과음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인간을 

취하게 하는 향정신적 특성 때문에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술의 제조나 판매, 음주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가 주류를 규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류

의 제조, 판매면허 제도를 통해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주류를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에 세금을 부

과함으로써 주류 소비행위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가 주류행정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주세에 관한 문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류행

정은 주류제조나 판매면허 제도 등의 ‘산업규제 제도’, 주류의 품질 및 

안전 관리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관리제도’, 주류광고 규제

나 음주운전 규제, 음주허용 연령에 대한 규제 등의 ‘소비자 보호제도’ 

등이 있다.23)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대한 일반행정적 관리의 문제와 조세행정은 

분리하여 규율하는 입법례가 채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와 일

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주류행정과 주세

행정의 문제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이원적 법체계를 확립하고 있

다.24) 이러한 이원적 체계는 국내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담배

의 경우이다.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 제3장에서 담배의 제조, 판매 및 

수입과 관련하여 허가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은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3) 서현수, 앞의 책, 89~90면 참조.
24) 이은경․이정미․마정화, 앞의 책, 2012, 106~1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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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담배제조 허가 

업무를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담배에 대한 

조세행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와 별표에서 그 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하

고 있다.

제2절 프랑스법상 포도주의 개념
Ⅰ. 포도의 발효
‘포도주(vin)’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 vêna(사랑받는)에서 왔으며, 이

는 포도주를 가리킬 때 라틴어로 vinum, 영어로 wine, 독일어로 Wein, 이

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vino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vinho라고 하

는 인도와 유럽어 단어들의 유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발의자의 이름을 

딴 ‘그리프 법률’(Loi Griffe)이라고 종종 불리는 1889년 8월 14일의 법률

의 제정 이후로 포도주는 “생포도 혹은 생포도 즙의 발효로만 만들어지

는 생산품”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법에서 ‘포도주’의 개념은 법

적으로 명확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1936년 12월 1일에 포고된 법령의 

포도주법 제1조에서도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25) 

 이후 그리프 법률은 폐지되었지만 유럽공동체법에 의해 유사한 정의

가 다시 사용된다. 즉, ‘포도주’라 함은 오직 압축되거나 압축되지 않은 

생포도 또는 포도즙을 원료로 해서, 전적이거나 부분적인 알코올 발효만

을 거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말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정의이다. ‘국제포

도주기구’(OIV,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Vine and Wine) 역시 1973년 

이후로 포도주를 “오로지 압축되거나 압축되지 않은 생포도 또는 포도즙

의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알코올 발효의 결과로 만들어진 음료”라고 동

일하게 정의하며 이를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알코올

25)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2~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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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가 7도 이하로 낮아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8.5도의 도

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포도주를 규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바로 알코올 발효의 존재, 즉 

‘당류가 곰팡이의 일종인 효모를 통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변화하는 

것’과 ‘생산품의 원료가 오직 포도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26)

이처럼 프랑스어로 ‘뱅’(vin), 영어로 ‘와인’(wine), 독일어로 ‘바

인’(wein),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비노’(vino) 그리고 포르

투갈어로 ‘비뇨’(vinho)라고 하는 명칭은 엄격하게 포도로만 만들어진 술

에만 붙일 수 있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굳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유럽 각지에서 사과나 꿀 등 다른 원료로 만든 술에 이른바 ‘와인’(wine)

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와인’(wine) 명칭의 사

용 여부를 둘러싸고 각 회원국 사이에 분쟁이 유발되어 결국 유럽연합재

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27) 유럽연합재판소는 우선 ‘와인’(wine)이라

는 용어가 포도의 알코올 발효로 만들어진 생산품만을 가리킨다는 것이 

기본원칙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사과 와인’과 같이 ‘포도가 아닌 특정 

과일의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료’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당 

과일의 이름을 ‘와인’(wine)의 명칭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또는 ‘와인 식

초’와 같이 ‘와인’(wine)을 포함하는 다른 합성명칭의 경우에는 기본원칙

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와인’(wine)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유럽연합 규칙의 범위 내에서 허가되는 사용인지를 각 회

원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하여 회원국 관할로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각 회원국이 ‘와인’(wine) 명칭의 폭넓은 사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들이 공동 법규에 의해 정의된 엄격한 의

미의 ‘포도주’와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다.28) 

물론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뱅’(vi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6)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1면 참조.
27)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4~65면 참조.
28) Règlement (CE) n. 479/2008, 29 avril 2008, ar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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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생포도만을 원료로 발표시켜 일정한 분도의 알코올이 생성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아펠바

인’(Apfelwein, 사과와인)이나 영국의 ‘체리와인’(cherry wine, 버찌와인)과 

같이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다양한 원료를 발효시켜 만든 술에 ‘와

인’(wine)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29)

Ⅱ. 알코올 도수가 0도 이상이어야 할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법에 의하여 엄격한 의미의 ‘포도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알코올 도수가 필요하다. 유럽공동체

법은 유럽 내의 일조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포도재배지역에 따라 서로 다

른 최소 알코올 도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최소 알코올 도수는 생산지역

과 포도주의 질적 분류에 따라 4.5도에서 9도 사이에 머문다. 알코올의 

최대 도수 역시 같은 이유로 15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다. 다

만, 일조량이 부족한 헝가리에서 생산된 포도주 ‘Tkaji eszencia’ 또는 

‘Tokajská esencia’의 경우는 4.5도 이하의 알코올 도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외가 허용된다.30) 

그런데 프랑스 남부 지역인 ‘카르카손’의 한 포도주 생산업자가 ‘무알

코올 0도 포도주’를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무알코올 0도 포도주’의 적법

성에 관하여 법적 논쟁이 붙게 되었다. 이 포도주 생산업자는 결국 경범

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카르카손 재판소는 유럽연합재판소에 선결

문제의 판단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재판소는 또다시 무알코올 

포도주의 적법성 문제에 관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유럽연합재판소는 앞

서 살펴본 ‘와인’(wine) 명칭에 관해 기본원칙을 완화한 것과는 달리 이

번에는 “포도주는 최소한의 알코올 도수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엄격하

게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포도주는 오로지 알코올 발효에 의해 만들어

29)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5면 참조.
30)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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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하고 발효된 포도주로부터 알코올을 추출하여 무알코올 상태로 만

드는 것은 허가된 양조법이 아니다.”라고 설시하였다.31)

Ⅲ. 허가된 포도나무 품종
1. 유럽연합법 규정

포도나무는 생물학적으로 포도나무과 포도나무속32)에 속하는 덩굴성 

관목이다. 포도나무과에는 60여 종의 포도나무속이 있다. 이 60종의 포도

나무속 가운데 유럽종 포도나무속인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만이 

‘원산지표시 보호’(AOP, l’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33)를 받는, 품질이 

보증된 포도주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원산지표시 보호를 받지 

않는 하위 등급의 포도주에는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와 다른 속

과의 교잡으로 생겨난 포도나무속을 사용하여 양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포도주들은 원산지표시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지리적 표시 보

호’(IGP, l’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로 분류되거나 ‘지리적 표시가 

없는 포도주’(SIG, le vins sans indication geographique)로 분류되어 덜 엄

격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의 품종과 원산지표시 

체계를 분류하고 결정하는 것은 각 회원국의 소관이며, 포도주의 연간 

생산량이 5만 헥토리터(hl)를 넘지 않는 국가들은 포도주 원산지를 엄격

하게 분류하여 표시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

모 생산 국가라 하더라도 포도주 생산에 사용되는 포도품종은 ‘국제포도

31) CJCE, 25 juillet 1991, C-75/90.
32) 스웨덴의 박물학자 ‘칼 폰 린네’(Carl von Linné, 1707~1778)가 1735년 출판한 

『자연의 체계(systema naturae)』에서 처음 고안된 ‘이명법’(二名法, binominal 
nomenclature)에 따르면 식물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 역(域, Domain) > 계
(界, Kingdom) > 문(門, Phylum Division) > 강(綱, Class) > 목(目, Order) > 과
(科, Family) > 속(屬, Genus) > 종(種, Species)

33) 유럽연합 규칙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호되는 최상급의 포도주

로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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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구’(OIV,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vigne et du vin)에서 확정한 

목록에 등록된 포도품종이어야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경우에는 국제포도주기구(OIV)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국제

식물유전자원위원회(IBPGR)가 작성한 목록에 등재된 포도나무 품종만이 

인정된다.34)

그러나 포도주의 연간 생산량과 관계없이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

럽연합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음의 여섯 가지 품종을 사용하여 양조

할 수 없다. 금지되는 포도나무 품종은 ‘노아’(noah), ‘클링턴’(clinton), ‘에

르브몽’(herbemont), ‘이자벨’(isabelle), ‘쟈크(jacquez), ‘오셀로’(othello) 등 

여섯 가지이다.35) 이들 포도나무 품종은 미국종 포도나무 속인 ‘비티스 

라브르스카’(vitis labrusca)와 ‘비티스 리파리아’(Vitis riparia)의 교잡으로 

생겨난 품종들로서, 1865년부터 1885년까지 유럽 전역에 진드기의 일종

인 ‘필록세라’(phylloxéra)가 창궐하여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속을 

재배할 수 없게 되자 유럽 포도나속과 미국 포도나무속을 교잡하여 만들

어낸 품종이다. 그런데 교잡으로 만들어진 포도나무 품종의 생산성이 지

나치게 뛰어난 나머지 1930년 프랑스에서는 포도와 포도주가 과잉 생산

되어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1935년 프랑스에서는 당시 많이 재배되던 여섯 가지 교잡 포도나무종의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렀다.36) 이후 2003년 프랑스에서는 이러

한 금지조항을 담고 있는 이른바 ‘포도주 법전’(Code du vin)이 2003년 9

월 1일 데끄레(2003-851)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되면서 위의 여섯 가지 포도종 재배에 관한 금지조항 역시 효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금지조항은 유럽연합규칙에 여전히 남아 있게 

34)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2면 참조.
35) Règlement (CE) n. 479/2008, 29 avril 2008, art. 24.
36) 포도주법전(Code du vin) 제96조 : L'interdiction visée à l'article précédent 

s'applique aux cépages énumérés ci-après, quelle que soient les dénominations 
locales qui leur sont données ; Noah, Othello, Isabelle, Jacquez, Clinton, 
Herbem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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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이러한 재산권의 제한에 관하여 유럽재판소는 1979년 12월 13

일 판결을 통해 “재산권의 제한은 ‘공적이익’(l’intérêt général)의 관점에서 

정당하다(légitime).”라고 판시하였다.37)

2. 프랑스법 규정

프랑스에서는 2009년 2월 20일 제정된 아레떼(l’arrêté)를 통해 식목(la 

plantation)을 허가받은 포도나무의 품종(le cépage)을 분류하고 있다.38) 여

기서 분류의 대상이 된 품종이란 앞서 언급한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와 같은 ‘포도나무속’이 아니라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속

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포도나무종’에 해당하는 것이다. 2009년 아레떼

에 따르면 포도나무 품종은 총 네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우선 첫 번째 

품종으로는 ‘밑그루’(les porte-greffes)라고 불리는 것이다. 필록세라와 같

은 병충해에 저항력이 강하고 다양한 종류의 떼루아르에 적응력이 있는 

포도나무로서, 다른 포도나무를 접목시키기 위한 뿌리, 즉 밑그루로 제공

되는 용도의 포도나무이다. 두 번째로는 ‘양조용 또는 발효용 포도’(les 

raisins de cuve)로서, 대부분 포도주 양조에 쓰이며 그 외에 증류주

(l’eaux-de-vie)나 포도주스(le jus de raisin), 포도식초(le vinaigre)를 만들기 

위해 재배되는 포도나무가 있다. 세 번째로는 ‘식용포도’(les raisins de 

table)로서 포도나무 과실을 생으로 먹기 위해 재배되는 포도나무이다. 

마지막으로 ‘승인된 포도나무’(les raisins d'agrément)가 있는데, 이는 국립

농업연구소(INRA, l'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에서 품종

개발 등 연구 목적으로 교배하기 위해 재배되는 포도나무이다. 이 포도

나무에서 수확된 포도는 상업적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분

류는 ‘포도나무 품종 공식 목록’(le catalogue officiel des variétés de vigne)

에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포도나무 가운데 양조 또는 

37) CJCE, 13 décembre 1979, C-44/79.
38) Arrêté du 20 février 2009 relatif au classement des variétés de vigne de raisin 

de c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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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용과 식용으로 분류된 품종을 한 곳에 동시에 식목하는 것은 해당 

아레떼 부록의 명단에 기재된 몇몇 지방에서만 허용된다. 포도나무 식목

과 관련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목된 포도나무를 강제로 뽑도록 

하는 행정강제 또는 과태료나 벌금형으로 제재를 받는다.39) 

 2009년의 아레떼 이전에는 포도나무 재배자에게 식목에 있어서 품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각 지역별로 식목이 허가된 포도나무 품종의 

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이 목록은 폐지되

었고, 가장 낮은 등급의 포도주인 ‘지리적 표시 없는 포도주’(VSIG, les 

vins sans indication géographique) 양조를 위한 포도나무는 양조용 또는 

발효용 포도로 등록된 품종이라면 어떠한 품종이라도 본토 전체에 심을 

수 있게 되었다. 지리적 표시 없는 포도주에 사용되는 모든 품종의 포도

나무를 자유롭게 식목할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이는 프랑스 포도나무 

재배 역사에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혁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종에 

따라 포도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Ⅳ. 허가된 포도주 양조법
프랑스의 권고에 따라 유럽공동체 규칙에 의해 채택된 기본원칙에 따

르면 허가되지 않은 모든 양조법은 금지된다. 무엇이 허가된 양조법인지

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국제포도주기구(OCM, l’organisation commune du 

marché vitivinicole)가 허가된 양조법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이 허용

되는 포도주 허용 품목의 목록을 정하였다. 이후 양조법에 관한 새로운 

유럽공동체 규칙이 2009년 7월 1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었

는데, 국제포도주기구의 기존 규정들과 함께 허가된 양조법에 관한 기본 

방침이 되고 있다.40) 각 회원국은 이 외에도 자국의 영토에서 생산되는 

포도주가 원산지표시 보호(AOP, l’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또는 지리

39)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2면 참조.
40) Règlement (CE) n. 606/2009, 10 juille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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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시 보호(IGP, l’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의 혜택을 받거나 ‘발

포성 포도주’(les vins mousseux) 또는 ‘뱅 드 리퀴르’(les vins de liqueur)

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거

래되는 제3국 포도주의 경우에는 양자 간 협정의 내용이 예외를 정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양조법의 제한은 기본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

된다.41) 

그런데 이러한 허가 또는 금지의 내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기도 한다. 그 예로, 오크나무 대팻밥을 이용한 포도주 양조법은 

전통적으로 금지되어 왔지만, 2006년 10월 11일 제정되고 2006년 10월 

12일에 발효된 유럽공동체 규칙 1507/06에 의해 새롭게 인정되었다. 다

만 포도주 라벨에 ‘참나무통에서 숙성’이라는 종류의 표현을 기재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양조법과 관련하여 ‘물의 첨가’와 같은 것이 

문제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포도주의 정의와도 관련되어 문제가 된

다.42)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포도주의 7%까지, 특정 주에서

는 최대 35%까지 물을 첨가하여 양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미국 내

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럽국가들의 전통적인 양조

법과는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은 2005년 9월 14일

에 서명된 협정을 통해 미국의 이러한 양조법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

다.43)

41)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6면 참조.
42) Règlement (CE) n. 479/2008, 29 avril 2008.
43)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65~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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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프랑스법상 포도주 원산지표시 제도의 의의
제1절 원산지표시 제도의 연혁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l’appellation d’origine contôlée)에 관해 살펴

보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된 ‘원산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제도의 

연혁과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Ⅰ. 원산지표시 개념의 등장
1. 고대

‘원산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의 관념은 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

부터 존재한 개념이다. 원산지표시 개념이 반영하고 있는 실제, 즉 원산

지와 특정 ‘떼루아르’(terroir)에서 유래된 특징을 갖는 제품을 구별하는 

표시의 존재는 고대부터 널리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관념은 포도주나 

농수산품, 식료품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적용되는데, 그 예로는 파로스 

섬의 대리석, 프리기아의 대리석 또는 고대 그리스에서 의식을 거행했던 

코린트 산 청동이 있다.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단연 포도주이다. 포도주의 원산지, 제조 년도, 양조 책임자, 특성과 품질

이 기재된 포도주 단지가 기원전 1532년 경 투탕카멘의 묘에서 발견되기

도 했다. 이러한 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호들의 기록에 잘 드러나 

있다. 고대 로마제국의 학자이자 대문호였던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세쿤

두스(Gaius Plinius Secundus)는 당대의 포도주 전문가로 불렸는데, 자신의 

저서 『박물지』(Naturalis Historia)에서 서기 1세기 무렵 로마제국과 인

접 국가에서 생산된 포도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놓았다. 『박물지』에

44)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2~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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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1종의 일반 포도주, 50종의 고급 포도주, 38종의 수입 포도주 총 179

종의 포도주 목록이 쓰여 있는데, 플리니우스는 이 포도주들을 원산지별

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겼다. 또한 프랑스 보르도 아키텐 지방에서 이뤄

진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보르도에서 2천 년 전에 상급의 포도주가 양조

되어 가장 좋은 포도주는 특정한 암포라(Amphora)45)에 담겨 로마까지 보

내졌음이 밝혀졌다.46) 이 때 암포라에는 당시 집정관의 표시로 상급 포

도주의 원산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성경에도 엔게디(En-Gaddi), 바알하몬

(Baal-Hamôn), 헬본(Helbôn) 포도주 등 레바논 포도주의 명성이 거론된다. 

이러한 포도주 원산지와 포도주 품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표시는 특정 

포도원이나 지역의 양조자들이 생산한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다른 지역

의 생산품들과 구별되도록 하여 포도주의 품질을 공증하는 데 있었다. 

현대 법체계의 다양한 종류의 ‘품질 인증제도’의 시초인 것이다. 뿐만 아

니라 고대에 포도주는 막대한 부를 상징했기 때문에 포도원은 엄격한 형

법적 보호를 받아왔다. 포도 도둑과 포도원의 약탈자들은 엄벌에 처해졌

고 이에 대한 몇몇 역사적 자취를 파라오시대의 이집트부터, 특히 로마

법과 프랑스의 옛 법에서 찾을 수 있다. 1810년의 형법은 포도원을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정 법률까지 포함하고 있다47).

2. 앙시앙 레짐

절대왕정 시기인 16세기와 17세기에는 부르고뉴나 보르도의 와인과 노

45)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널리 쓰였던 항아리의 한 종류로서 ‘두 개의 손

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몸통은 긴 타원형이며 목 부분에서 몸통에 걸쳐 세

로 형태로 된 두 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다. 대부분 동그란 손잡이가 붙은 뚜껑

이 있다. 주로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이 외에 곡식이

나 생선의 운반, 저장 등에도 사용되었다. 또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

지는 상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46) Frédéric Berthault, Aux origines du vignoble bordelais : il y a 2000 ans, le vin 

à Bordeaux, Féret, 2000, 58~97면 참조.
47)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2~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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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망디의 능금주, 마인츠의 햄, 앙제의 점판암의 명성이 특히 높아졌다. 

당시에는 동업조합의 엄격한 규율 체계와 재무부의 법규를 통해 원산지

표시를 보호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포도주를 특정 형태의, 특별한 

검인을 받은 바리크48)에 넣어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당시의 규제는 특권과 금지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특권을 받은 대

표적 지역은 바로 보르도 지역이다. 당시 보르도 관할구역 내의 거주민

들이 생산한 포도주는 포도 수확시기부터 성 마르탱 축일, 즉 11월 11일

까지의 기간 동안 보르도 항구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판매 독

점권’을 승인받았다. 1342년 에두아르 3세부터 1776년 루이 16세까지 국

왕들은 항상 이 특권을 공개해 확고히 해 왔다.

이러한 특권과는 반대의 형태로 당시의 법규는 특정 사항들을 금지함

으로써 포도주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16세기

부터 18세기 사이의 판결에서 보르도 와인에 ‘haut-pays’라고 하는 갸론 

강과 도르도뉴 강 상류에 위치한 포도원의 포도주를 섞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부르고뉴 공작 필립 르 아르디가 1395년에 가메(Gamay) 포도의 

사용을 금하고 피노(Pinot) 포도를 부르고뉴 레드 와인의 유일한 품종으

로 정한 것 등이다. 또 다른 중요한 금지사항으로는 18세기에 포도가 완

전히 익기 전에 포도 수확을 금지하도록 한 경찰조치가 있다. 국가는 또 

포도주 원산지에 대한 사기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을 약속했으며 14

세기부터 왕이 칙령을 통해 포도주 원산지 사기행위에 개입해 왔다. 포

도주는 르네상스부터 대혁명 때까지 점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매기는 생

산품이 되었고 이러한 점이 국가의 포도주에 대한 감독을 정당화해 온 

것이다.49)

48)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고안되고 사용되어 온 225리터짜리 오크통으로, 포도주

를 발효, 숙성시키는 데 사용된다.
49)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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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에는 장인, 동업조합 간부, 동업조합들이 경제활동의 독

점권을 가졌다. 이들은 소비자가 경쟁 제품들 사이에서 자신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단순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제조업자들만의 고유한 표식을 만들었다. 이러한 고유한 표식을 상품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특정 생산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규

칙’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고유한 표식은 제조된 상품이 동업조

합의 규칙에 따른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역할을 했다. 표식은 주로 

제품의 원산지와 품질을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동업조합은 이러

한 표식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였으며 이러한 표

식은 법에 의하여도 엄격하게 보호되었다. 이러한 동업조합의 표식 체계

는 현대의 ‘원산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 체계와 매우 흡사한 정도

로 발전하였으며 현대 원산지표시 체계의 모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50)

Ⅱ. 원산지표시 보호의 철폐
1. 프랑스 혁명기

혁명 세력은 포도주의 품질과 ‘원산지표시’(l’apellation d’origine)에 관한 

보호를 특별히 대우하지 않았다. 실제로 혁명 전까지 막강한 권한을 과

시하던 장인 및 동업조합 간부는 1791년 3월 17일 제헌국회에 의해 폐지

되었고, 동업조합과 모든 종류의 노동자 집회가 같은 해의 6월 14일 르

샤플리에 법률(Loi Le Chapelier)에 의해 철폐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개인 및 여러 동업조합의 폐지를 비롯하여 이 시기에 끊이지 않았던 

분쟁은 포도주 거래와 품질관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동업조합은 

50)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5~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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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의 원산지와 품질에 관한 업계의 통제를 그 설립목적으로 분명히 

표방해왔으며 실제로 그 기능을 합목적적으로 잘 수행해 왔다고 평가된

다. 과거 기록에서는 매우 놀라운 처벌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이물질을 섞어 만든 포도주를 판매하는 불량한 

선술집 주인들에게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만든 불량한 포도주를 마시도

록 벌을 주는 옛 관습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동업조합 등의 폐지

와 한동안 경제적 개인주의가 열광적이었던 매우 자유로운 경제체제의 

창시는 오히려 품질관리 정책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단적인 예로, 

1789년과 1800년 사이에는 포도주의 원산지표시나 명칭을 보호하는 어떠

한 규칙도 제정되지 않았으며, 오직 혁명력 6년의 ‘제르미날’51) 22일에 

원산지표시의 위조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발견될 뿐이다. 이 법은 원산지

로서 사용된 몇몇 지명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1789년 8월 4일 밤에는 오랜 기간 최고의 명성을 유지해 온 보르도 포도

주의 특권이 철폐되었다. 이 특권은 이전까지 중단된 적 없이 확고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물론 보르도 포도주에 대한 특권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포도 수확시기를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포도주

의 품질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52)

2. 19세기 초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포도주의 원산지와 품질을 자체적으로 규율해 

오던 각종 동업조합 제도가 사라지고, 유명 원산지의 포도주에 대한 특

권이 철폐됨에 따라 19세기 초 포도주의 품질은 낮아졌고 사기행위는 빈

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

을 점차 기울이게 된다. 사기행위를 막는 것은 포도주의 원산지와 품질

을 관리하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특히 과세를 위해 중요

51) 프랑스 혁명력의 7번째 달로 파종하는 달을 지칭한다.
52) Henri Kehrig, Le privilège des vin à Bordeaux, Jean Curutchet, 1984, 2면: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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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824년 7월 28일 법률을 제정하

여 양조자의 이름과 생산지역에 대한 사기행위를 강하게 벌하였다. 이 

법률은 지금의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L. 217-1조와 중복

되는 범위에서만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범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

게 존속한다. 포도주를 다른 제조품과 동일시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포도주 원산지를 법으로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형법은 1832

년 4월 28일의 법률 제423조를 통해 상품의 본질에 대한 사기행위를 처

벌하도록 수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포도주의 품질은 점진적

으로 회복되었고 1855년에 이루어진 보르도 포도주의 등급 분류는 이에 

대한 중요한 반증이 된다.53)

3. 오이듐균과 필록세라병으로 인한 위기

그러나 프랑스 포도밭을 강타한 자연재해는 문제의 양상을 바꾸어 놨

다. 1850년대에는 오이듐균, 1866년부터는 필록세라병이 창궐함에 따라 

유럽 전역의 포도밭 대부분이 병충해의 피해를 입고 사라지기 시작하였

다. 포도밭의 위기는 인공적인 포도주를 만들게 하였으며 기존의 자연적 

방식으로 생산된 포도주의 자리를 빼앗았다. 병충해의 위기를 겨우 극복

하고 자연적 포도주가 시장에 다시 나왔을 때에는 더 저렴한 인공 포도

주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19세기 말에는 인

공 포도주를 자연 포도주라고 속이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사기행위가 도

처에서 일어났다. 당시에는 보르도산 포도주나 부르고뉴산 포도주, 샴페

인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서 포도

주 생산이 맡은 역할만큼이나 국가 경제위기도 심각해져 갔다.54)

53)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6면 참조.
54)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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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기행위 방지 및 원산지 경계설정을 위한 법률
1. 1889년의 상표법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반향은 ‘상표법’ 또는 발

의자의 이름을 따서 ‘그리프 법률’(Loi Griffe)이라고 불리는 1889년 8월 

14~15일의 법률이다. 이 법률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소비되는 포도주의 

본질을 포도주의 이름으로 표시하고, 포도주의 판매에 있어서 사기행위

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법 제1조는 “누구도 생포도의 발효로 만든 

것 이외의 상품을 ‘포도주’라는 명칭 하에 발송하거나 판매하거나 매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7조는 ‘포도주에 단맛을 내거

나 향을 낸 물질을 첨가하는 행위’를 식료품의 ‘섞음질’을 처벌하는 1851

년 3월 27일의 형법에 의해 처벌한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1894년 7월 24

일에 제정된 다른 법은 리큐르 포도주 이외의 모든 종류의 포도주에 물

을 첨가하거나 알코올을 주입하는 행위 역시 식료품의 ‘섞음질’에 해당

한다고 하여 금지하였다.55)

2. 원산지표시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포도주에 대한 사기행위를 방지하고 포도주 

원산지와 품질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 법체계의 기초가 갖추어진다. 

이는 1905년 8월 1일에 제정된 법률의 목적에 잘 드러나는데,56) 이러한 

원칙은 지금의 소비자법전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당시 1905년 입

법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자연적이며 원산지의 특성을 확실히 갖

는 주류만을 ‘포도주’(le vin)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인공적으로 만들

어진 포도주에는 ‘포도주’(le vin)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

게 보장하는 것이었다. 후에 소비자 운동법의 시초가 되기도 하는 이 법

55)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6~77면 참조.
56) Code de la consommation art. L. 213-1.



- 27 -

은 제1조에서 “협약과 관례에 따라 모든 상품의 원칙적으로 유효한 본

질, 중요한 특질, 구성, 농도와 관련하여 상품의 종류나 원산지에 관해 

잘못된 표시가 판매의 주원인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그 종류나 원산지에 

대하여 계약자를 속이거나 속이려고 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1905년 법률은 원산지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를 속이거

나 속이려고 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원산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

를 분명하게 보호하였다. 

1905년 법률은 계약 당사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사기행위만을, 그리고 

그 사기가 판매의 주요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에만 처벌하였다. 

1905년의 법률은 포도 수확지나 포도주 양조지와는 다른 지역의 명칭을 

표시한 포도주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였는데, 이 때 포도주의 원산지표시가 계약의 주요 동기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재판관들은 이를 판단

하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포도주의 몇 가지 객관적 사실들을 고려하였

다. 우선은 ‘가격’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포

도주의 라벨에서 원산지표시가 법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승인받은 ‘원산

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에 해당할 때, 소비자들이 해당 포도주를 더 

많이 구매한다는 점은 포도주의 품질이 그 원산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

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보르

도산 포도주’, ‘부르고뉴산 포도주’, ‘샹파뉴산 발포성 포도주’, ‘코냑산 

브랜디’가 그 원산지표시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포도주라는 점을 소

비자들이 알았더라면 해당 포도주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역시 명백

한 판단근거가 되었다. 1905년 법률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기행위를 처

벌함으로써 포도주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보호적 기능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57)

그렇지만 1905년의 법률은 거짓 영수증을 이용한 사기행위에는 부분적

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도매상인들은 인위적으로 재고

57)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7~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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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풀리고 시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방지하고자 한 랑그독 지역의 포도주 양조자들이 의회에 압력을 넣

었고, 결국 1907년 의회는 포도수확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

다.(CGI, 제407조) 모든 포도주 양조자들은 시장에게 경작하고 있는 포도

밭의 면적, 포도수확량, 생산된 포도주의 양, 이전의 재고 수량과 그 상

태를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러한 의무 신고제는 현행법에서

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여기에 덧붙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원산지의 명칭도 함께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당시 이 법에 규정

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무거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현행법 

역시 포도수확량의 최대 세 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엄격

하게 규정하고 있다. 1907년의 벌금은 100~1000프랑 사이였는데, 1907년 

11월부터 포도와 포도주의 시가가 크게 올랐으므로 이러한 벌금형은 매

우 효과적이었다.58)

3. 행정기관에 의한 원산지 경계설정
1905년 법률은 포도주 원산지에 대한 사기행위를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포도주의 원산지와 품질을 행정법규로 

규율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법률로써 포도주

의 양조와 유통, 판매에 관하여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내용들을 규정함으

로써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토대를 수립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05년 법률은 ‘원산지표시 승인’(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제도의 

근대적 시초로 볼 수 있다. 이 법률은 이후 1907년 12월 3일 제정된 데

끄레에 의해 구체화되어 실행된다. 이로써 특정 원산지에서 수확되고 양

조되어 판매되는 포도주라고 하더라도, 해당 원산지의 본질적 특성을 나

타내지 못하는 포도주에는 원산지 명칭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

만, 예외적으로 ‘...의 소유’(propriétaire à...), ‘포도재배자...’(viticulteur à...), 

58)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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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commerçant à...) 등의 표시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었다.59)

특히 1905년 법률은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를 최초로 하였다. 이로써 단순히 원산지표시를 규제하

는 데 그치지 않고 포도나무의 재배와 포도주 생산 정책에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 예로, 동법 

제11조는 “포도주의 성분, 원산지, 원산지의 명칭 또는 등급 분류의 명칭

을 표시하는 기재사항 및 표시물에 대하여 이 법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

하여 RAP(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가 규정될 것”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포도주 원산지의 경계설정이 꽁세유데따의 자문을 받

아 데끄레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기완결성과 실효성

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동법 제11조는 꽁세유데따의 

정확한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아 입법적 공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은 뒤 1908년 8월 5일 제정된 법률은 조금 더 체

계적으로 개정되기에 이른다. 원산지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지역별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포도주 양조법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각 지역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1908년부

터 1911년까지 3년 사이에 ‘샹파뉴’(1908년)와 ‘꼬냑’(1909년), ‘보르

도’(1911년)라는 유명 원산지의 명칭이 데끄레로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샹파뉴’라는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포도주 생산지역이 매우 제한적

으로만 승인됨에 따라 2년 만인 1910년 폭력적인 시위들이 각지에서 일

어났다. 뒤이어 ‘코냑’이라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제한에 반발하여 프랑스 

남부의 일부 지역과 서부 누벨아키텐 지역의 샤랑트(Charente) 지방에서

도 긴장 상태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승인된 데

끄레들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했다.60)

59)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8면 참조.
60)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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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을 통한 원산지 경계설정

행정기관에 의한 원산지 경계설정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1911년

에는 재판으로써 경계를 설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률

안은 1919년 5월 6일 법률로 제정됨으로써 ‘원산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프랑스 행정법 

역사상 원산지표시에 관한 보호와 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

이다. 이 법률의 내용은 오늘날 소비자법전에 통합되어 부분적으로는 여

전히 유효하지만, 1990년 이후로는 포도주와 농산품을 제외한 분야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 법률

은 원산지의 지리적 영역의 경계를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의 관습’

에 따라 설정할 권한을 민사재판소(le tribunal civil)에 부여하였다. 이와 

함께 각 지역 포도주 양조자조합에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재판에서 변

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후 1927년 7월 22일에는 ‘합법

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교잡된 포도품종의 사용을 금지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점은 승인된 원산지표시가 해당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의 공동의 자산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61) 

Ⅳ. 원산지표시 승인 등급의 창설 
지롱드의 상원의원인 요셉 카퓌(Joseph Capus)의 발의에 따라 1935년 7

월 30일 포도주를 원산지표시에 따라 등급화하는 내용의 ‘법률수권명

령’(décret-loi)이 제정되었다. 이는 포도주 원산지표시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혁이다. 1935년의 법률수권명령을 통하

여 이른바 ‘원산지표시 승인’(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이라는 등급

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포도주와 증류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국가위원

61)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79~80면 참조.



- 31 -

회’(Comité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des vins et eaux-de-vie)가 ‘공

공시설법인’(l’établissement public)으로 설립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위

원회는 이후 1947년 7월 16일의 데끄레(47-1331)에 의하여 국립원산지표

시기구(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1935년의 법률수권명령에 따르면, 포도주와 증류주가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생산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는 

관련 양조자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0세기에 들어와 처음으로 

포도주의 ‘품질’이라는 용어가 본문에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1935년부터이다.62) 

제2절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개념
Ⅰ. 원산지표시의 개념
‘원산지표시 승인’(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제도의 개념을 살펴

보기 위하여서는 ‘원산지표시’(l’appellation d’origine)에 관하여 먼저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두 제도가 적용 영역이나, 요건, 효과 면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원산지’ 개념에 관하여 동일한 법적 정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원산지표시 제도에서 시작

되어 분화된 것이므로 원산지표시 제도를 선제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원

산지표시 승인 제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먼저,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의는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L. 

43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표시는 국가, 지역 혹은 마을의 명칭으로서, 그곳을 원산지로

하면서 품질과 특징이 자연적, 인간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62)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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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래한 생산품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63)

이 규정을 살펴보면, 표시가 허용되는 ‘원산지’란 우선 ‘상품이 생산된 

지역으로서 국가, 지역 혹은 마을의 명칭’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명칭은 

행정구역상의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생산품의 특성

이 원산지의 자연적, 인간적 요인의 총체인 지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

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개념요소 가운데 후자인 ‘지리적 환

경과의 관련성’이 특히 문제된다. 표시의 대상인 원산지가 생산품의 본

질적 특성에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비법전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정의 규정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에 관한 협정」(ADPIC, Aspects des droit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qui 

touchent au commerce)에 규정된 ‘지리적 표시’(l’indication géographique)의 

정의와도 양립할 수 있지만, 이보다 좀 더 까다로운 개념이다. ‘원산지표

시’의 대상이 되는 생산품은 그 품질이나 특징이 자연과학과 지리학, 지

질학, 토양학, 기후학적 요인뿐 아니라 지역의 관습적이고 인문학적인 요

인들의 총체인 ‘떼루아르’(le terroir)에서 유래되어야하기 때문이다.64) 

소비법전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정의는 후술할 원산지표시 승

인의 요건을 정한 농업법전(Code rural) L. 641-5조와 지식재산권법전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 721-1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는 1958년 10월 31일의 리스본 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원산지의 개념

과도 부합하며, 1966년 7월 6일의 프랑스 법률(loi n° 66-482)에도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 7월 2일의 법률로 인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는 천

연 또는 가공된 농수산품이나 식료품 이외의 분야에만 적용되도록 규정

63) Code de la consommation L. 431-1 : Constitue une appellation d'origine la 
dénomination d'un pays, d'une région ou d'une localité servant à désigner un 
produit qui en est originaire et dont la qualité ou les caractères sont dus au 
milieu géographique, comprenant des facteurs naturels et des facteurs humains.

64)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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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65)

Ⅱ. 원산지표시 승인의 개념
1. 프랑스법 규정

(1) 포도주․농수산품․식료품에 대한 승인

1990년 7월 2일의 법률 이전에는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가 전술한 원산

지표시 제도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즉, 원산지와 생산품 사이

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생산품 중에서 

원산지와의 관련성이 더욱 긴밀하고 생산조건이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통

제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승인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1990

년 7월 2일의 법률로써 두 제도의 ‘적용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게 되었

다. 이로써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포도주를 비롯한 모든 농수산품과 

식료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제도는 그 이외의 생산품을 대상으로 하

게 되었다. 현재 농수산품과 식료품에는 원산지표시 승인이 아닌 다른 

어떠한 형태의 원산지표시도 사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 본 원산지표시와 마찬가지로, 원산지표시 승인의 경우에도 

소비법전 L. 431-1조와 리스본 협정에 기술된 ‘원산지’의 정의를 기본적

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농업법전 L. 641-5조와 L. 

641-7조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개념징표가 더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

로, 확고하게 확립된 명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권한 있는 양조자들에 의하여 생산조건 및 생산품의 통제를 포함하는 절

차를 거쳐 생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생산지역의 지리적 범위에 대

65)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123~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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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계설정 및 생산조건에 관한 조건명세서를 승인한 데끄레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산지표시 승인은 원산지표시에 비하

여 더욱 다양하고 까다로운 개념징표를 요구하며 승인을 받을 경우 더욱 

강하게 보호된다.66) 이하에서는 원산지표시와 구별되는 각 개념징표들에 

대하여 포도주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확고하게 확립된 명성

 

확립된 명성이란 포도주의 원산지에 관하여 오랜 전통과 관습을 통해 

형성된, 누구나 들으면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높은 평

판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한 유명세와는 달리, 포도주의 명성이 품질에 

대한 보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발포

성 포도주 생산지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 북동부 지역인 ‘샹파

뉴’(Champagne)와 적포도주 생산지인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의 지롱드 강 

유역에 위치한 ‘메독’(Médoc),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부르고뉴 남단의 적

포도주 생산지인 ‘보졸레’(Beaujolais) 등이 있다. 이렇게 확립된 명성은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

제적, 상업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탈리아나 스페인, 칠레 등 다른 포도주 생산국들의 포도주도 맛과 품

질 면에서는 우수하다고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생산되어 원

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포도주가 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오랜 전통에 빛나는 확립된 명성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 포도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원동력

이 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유독 프랑스 포도주 가격에 거품이 많

다’거나 ‘프랑스 포도주의 맛이 비싼 가격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양조자들이 원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포도주는 여전히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

66)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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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포도주의 원산지에 따른 명성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효용을 뛰

어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원산지에 따라 확고하게 유지

되고 있는 포도주의 명성은 각 지역마다 전해 내려오는 포도재배와 포도

주 양조, 소비 방식에 대한 고유한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포도주 

양조자들과 지역공동체에는 전통문화이자 공동의 자산으로, 프랑스 국민

들에게는 문화적 자부심으로, 더 나아가 인류공동체에는 문화유산으로서

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포도주와 요리의 어우러짐, 즉 ‘결합’(le 

mariage)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미식문화가 2010년 11월 16일 유네

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 의하여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생산조건 및 생산품의 통제․조건명세서의 승인

생산조건 및 생산품의 통제와 이에 관한 조건명세서(le cahier de 

charge)의 부담, 원산지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경계설정은 포도와 포도주

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

러한 일련의 절차들은 행정청의 데끄레를 통해 이뤄진다. 담당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INAO, 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는 데끄레에 규정된 생산조건과 조건명세서의 내용이 잘 지켜지

는지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매

년 변동사항을 데끄레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산하기관인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이뤄진다. 

그런데 이 행정조사는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도 방대하

기 때문에 포도주 양조자 동업조합에 해당하는 ‘보호관리기구’(ODG, 

Organisme de défense et de gestion)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원

산지표시 승인대상 지역의 생산조건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건명세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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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나무 식목량, 수확량, 일조량, 토양 상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

되어야 하는데, 조건명세서는 보호관리기구가 직접 작성하여 감독행정청

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리기구는 개별 포도주 양조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

끌어 내어 조건명세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수집하고, 이를 자

체적으로 검토한다. 이밖에도 원산지표시 승인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할 경우, 보호관리기구는 개별 포도주 양조자들의 이익을 대변하

여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를 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이처럼 보호관리기구는 감독행정청과 수범자인 개별 포도주 양조자들 

사이에서 중간 매개자로서, 또 지역별 점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도주 원산지마다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작황․양조 현황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보호관리기구는 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기구이며, 포

도주 생산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의 가입은 법에 의하여 강제된다.67)

2. 유럽연합 규칙

프랑스 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유럽공동체 규칙에 의하

여 ‘원산지표시 보호’(AOP, l’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제도로 발전하

였다. 1958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처음 인정된 뒤 1992년부

터는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보호되기 시작한 것이다. 농산품과 수산품, 임

산품 등 가공되지 않은 천연 식료품은 1992년 7월 14일 2081/92 공동체 

규칙에 근거하여 원산지표시 보호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92년 

제정된 규칙은 오로지 ‘식료품’만을 원산지표시 보호의 적용대상으로 규

율하고 있었을 뿐 ‘포도주’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68)

67)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130~132면 참조.
68) INAO, Guide du demandeur d’une 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AOP) ou d’une 

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IGP), novembre 2017,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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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006년 3월 20일 제정된 유럽공동체 규칙 510/2006은 천

연 식료품에 관하여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등록된 품

목을 원산지표시 보호의 대상 품목으로서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포도주는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는데, 회원국 사

이에 국내법의 상이함과 규율 정도의 차이, 포도주의 품질과 명성의 차

이 등으로 인하여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회원국 

가운데 특히 독일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프랑스와 갈등을 

빚었다. 독일 자국법에 따르면 ‘최상급 포도주’임을 증명하는 표시가 프

랑스와 같이 ‘원산지’ 개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품질보증 포도주’라

는 의미의 ‘Qualitätswein’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독일은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회원국이 사용해 온 ‘특정 

지역의 생산품’(le produit dans des régions déterminées)이라는 용어의 사

용이 자국법의 법관념이나 체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산지표시 보

호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종의 타협점으로서 

‘특정 지역의 품질보증 포도주’(VQPRD, le vin de qualité produit dans des 

régions déterminées)라는 길고 복잡한 명칭이 임시로 사용되어 왔다. 유럽

공동체 규칙에 의하여 포도주에 관한 ‘단일시장’(la commune du marché)

을 점진적으로 확립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공동의 품질보증 제도로서의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5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이 필요

했던 것이다. 식료품 분야에서의 합의가 비교적 쉽게 이뤄진 것과는 달

리 무려 16년이나 더 소요된 것이다. 이러한 합의의 과정은 특히 포도주 

산업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69)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의 도입에 대한 독일의 강한 반대와 관련하여 프

랑스의 포도주 행정법 학자인 테오도르 지오르고플로스(Théodore 

69) Jean-Marc Bahans, “L’appellation d’origine, entre nature et culture”, Les 
appellations vitivinicoles à l'épreuve de l'intégration européenne, Mare & Martin, 
2014, 199~2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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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opoulos)는 독일 포도주가 그 역사와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자국 내 포도주 원산지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알리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를 지탱

하는 본질은 바로 ‘떼루아르’(terroir), 즉 포도주의 품질과 원산지와의 관

련성인데, 독일에서는 이러한 떼루아르의 법개념과 이론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테오도르 지오르고플로스는 떼루아르야말로 포도주

의 품질에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거듭 

강조한다.70) 사견으로는 테오도르 지오르고플로스가 지적한 것에 덧붙여 

1987년 독일의 ‘맥주순수령’(Reinheitsgebot)이 단일시장을 위한 상품의 자

유이동에 대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유럽재판소에 의하여 폐지된 것 역시 

프랑스식의 원산지표시 보호 개념에 반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유럽연합은 2007년 10월 22일 규칙 

1234/2007을 제정하면서 천연방식으로 양조된 포도주에 관하여 2008년부

터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마침내 포도

주에 관하여 유럽 공통의 원산지 및 품질관리 체계가 수립되기에 이른

다. 이 규칙에 따라 ‘특정 지역의 품질보증 포도주’(VQPRD, le vin de 

qualité produit dans des régions déterminées)에 상응하는 등급인 프랑스법

상 ‘우수품질검증포도주’(VDQS, le vin délimité de qualité supérieure)와 

‘원산지표시 승인’(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등급의 포도주는 

모두 원산지표시 보호 등급으로 통합되었다. 현재 포도주에 적용되는 원

산지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은 2013년 제정된 규칙 1308/2013 제93조 제1

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70) Jean-Marc Bahans, 앞의 논문, 2014, 2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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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별 개념
1. 지리적 표시 보호와의 구별

2007년 10월 22일 유럽공동체 규칙 1234/2007에 따라 원산지표시 보호 

등이 도입되기 전에 프랑스법상에는 원산지표시 방식에 따라 총 네 가지 

등급의 포도주 분류체계가 존재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의 포

도주에 적용되는 원산지표시 방식이 앞서 살펴본 ‘원산지표시 승인’ 제

도이며, 그 바로 아래 등급의 포도주에는 ‘우수품질검증포도주’의 원산지

표시 방식이 적용되었다. 

그 하위 등급으로 ‘뱅 드 페이’(le vin de pays)가 있는데, 이는 포도주

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상위 등급에 비하여 매우 넓은 지리적 범위를 

아우르는 명칭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루아르 밸리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을 사용한 ‘뱅 드 페이 드 라 루아르’(le vin de pays de la Loire), 프

랑스 남서부의 유명한 포도주 산지인 ‘보르도’(Bordeaux)와 그 인근에 위

치한 꼬냑 산지인 ‘샤랑트’(Charentes) 지역을 총칭하는 명칭을 사용한 

‘뱅 드 페이 드 라틀란티크’(le vin de pays de l'atlantique), 더 넓게는 프

랑스의 모든 포도주 산지를 통칭하는 ‘뱅 드 페이 비뇨블르 드 프랑

스’(le vin de pays vignobles de France) 등이 그 예이다. 프랑스 정부에 

등록된 뱅 드 페이 등급의 원산지 명칭은 50여 종에 이른다. 이들 명칭

은 2009년 8월부터 공식적으로는 ‘뱅 드 프랑스’(le vin de France)라는 명

칭으로 표시하도록 통합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하는 포도주의 경우,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뱅 드 따블르’(le vin de table)라고만 표시한다. 이

러한 포도주는 유통이나 보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생산된 해에 바

로 소비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뱅 드 따블르 포도주는 격식 있는 

식사보다는 일상적이고 편안한 식사에서 부담 없이 마신다.71)

71)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200~2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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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포도주 원산지표시 방식에 관한 네 가지 분류체계 중에서 

상위 두 등급의 포도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 규칙에 따라 

원산지표시 보호로 통합되어 표시된다. 즉, 프랑스법상 최고 등급인 원산

지표시 승인 포도주와 우수품질검증포도주는 ‘원산지표시 보호’ 방식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게 된다. 그 아래 등급인 뱅 드 페이에 해당하는 

포도주는 유럽연합 규칙에 따라 ‘지리적 표시 보호’(IGP, l’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로 표시된다. 가장 낮은 등급인 뱅 드 따블르에 해

당하는 포도주는 ‘지리적 표시 없는 포도주’(SIG, l'etiquetage des vins 

sans indication géographique)로 표시되어 판매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2)

프랑스 포도주 원산지표시 체계 EU 포도주 원산지표시 체계

AOC
AOPVDQS

VIN de PAYS IGP
VIN de TABLE SIG

<표1>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포도주 원산지표시 체계 비교

그러나 유럽연합 규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주에는 자국법에 따른 기존의 등급 체계와 유럽연합 규칙에 따른 새로운 

등급 체계가 함께 사용되며 병존하고 있다. 

2. 상표권과의 구별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전통적으로 상표와 인접하는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원산지표시 역시 상표와 마찬가지로 식별

력 있는 표장의 하나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승

인된 원산지표시가 상표권의 일종이며 그 권리의 주체는 승인행위를 한 

72) <표1>은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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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라는 주장도 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73) 유럽재판소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지리적 표시 보호가 유럽공동체법 제30조에 따라 

상업과 산업소유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74) 또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 역시 L. 721-1조에서 소비법전 L. 115-1조의 원산

지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상표권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상

품의 원산지표시와 상표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파리협약’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자간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75)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는 상표와는 다른 분명한 특징들을 지니

고 있다. 우선, 프랑스 법체계상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규정들은 지식재산

권법전이 아닌 소비법전과 농업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소비법전

과 농업법전은 원산지표시 승인을 통해 얻은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러한 특징은 2006년 3월 20일의 유

럽공동체 규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유럽공동체 규칙은 생산된 포도

주가 원산지표시 보호나 지리적 표시 보호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각 회원

국의 요청에 의하여 유럽집행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을 통해 원산지 또는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권리가 회원국에 속

하는 것인지, 회원국의 해당 지역 내의 포도주 양조자들 전부에게 귀속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에 대해 

73) F. Pollaud-dulian, Droi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Montchrestien, 1999, 241면 

참조.
74) CJCE, 18 novembre 2003, C-216/01; CJCE, 4 mars 1999, C-87/97, aff. 

Gorgonzola.
75) ‘TRIPs’란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줄임말이다. 특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초의 다

자간 규범이다.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

두됨에 따라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의 다자간 협상 의제로 채

택되었다. 이후 1994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 협정으로 채택되었

다.



- 42 -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함으로써 획득하는 권리는 어느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권리의 주체가 승인행위를 한 행

정주체라는 일부 법학자들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 행정청은 지

역 양조자들이 승인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한 요건

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데, 심사기관이 심사

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프랑스 법학계에서도 주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의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원산지 또는 지리적 표시를 지

식재산권이나 산업소유권의 일종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76) 게다

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 L. 711-4조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의 하

나로 ‘원산지’ 또는 ‘지리적 표시’를 열거하고 있는 것 역시 원산지표시

와 상표가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식재산권법 711-4조>77)

먼저 성립된 권리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표상은 상표로서 등록되

76) 양대승, “프랑스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5호, 
203~250면, 한국지식재산학회, 2008년, 214면 참조.

77)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Article L. 711-4>
    Ne peut être adopté comme marque un signe portant atteinte à des droits 

antérieurs, et notamment :
 a) A une marque antérieure enregistrée ou notoirement connue au sens de l'article 

6 bis de la convention de Par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b) A une dénomination ou raison sociale, s'il existe un risque de confusion dans 

l'esprit du public ;
 c) A un nom commercial ou à une enseigne connus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s'il existe un risque de confusion dans l'esprit du public ;
 d) A une 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ou à une indication géographique ;
 e) Aux droits d'auteur ;
 f) Aux droits résultant d'un dessin ou modèle protégé ;
 g) Au droit de la personnalité d'un tiers, notamment à son nom patronymique, à 

son pseudonyme ou à son image ;
 h) Au nom, à l'image ou à la renommée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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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안 된다. 특히 : 

a)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명백히 알려진 상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

한 파리협약 제6조에서 의미하는

b) 소비자들의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 또는 회사명

c) 소비자들의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국토 전체에 관해 잘 알려

진 상호 또는 회사명

d) 원산지표시 보호 또는 지리적 표시

e) 저작권

f) 보호받는 도안 또는 모형에서 유래된 권리

g) 제3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 특히 성이나 필명 또는 초상에 관해서

h) 국토 공동체에 관한 명칭, 이미지, 또는 명성

이처럼 ‘원산지’ 또는 ‘지리적 표시’는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으며 별도의 ‘형상적 요소’ 등이 결합되어 상품에 대한 식별력을 

갖게 될 때에만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설령 상표 권리자나 상표 출

원인이 원산지 명칭을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라고 할지라도 마찬

가지이다. 원산지에 대한 표시는 원산지와 상품과의 특별한 관련성을 설

명하는 서술적 요소일 뿐, 해당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승인된 원산지표시를 상표권으로 보호한다면, 데

끄레에 규정된 특별한 생산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양조자들이라고 하더라

도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로 인하여 해당 원산지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원산지표시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모든 양조자 또는 그 양조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원산지표시를 상표

로 등록하는 것 역시 원산지표시 자체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표장에 형상적인 요소가 부가되어 전체적으로 개별 상품에 대한 식별력

이 인정될 때에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발포성 포도주의 유

일한 원산지인 ‘샹파뉴’(Champagne)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다양한 종류

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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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파뉴’(Champagne) 지역명칭이 포함된 상표의 예>

제3절 원산지표시 승인의 법적 성격
Ⅰ. 허가와 특허의 구별 기준
강학상 ‘허가’와 ‘특허’의 구분은 실정법상 개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학상 분류되는 개념이다. 우리 실정법에서 인가, 허가 및 신고, 등록, 

특허 등은 그 용어의 의미가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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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일관된 법원칙에 따라 실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78) 

현행 법령에서는 인가,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강학상의 허가를 인가로 표현하거나, 인가를 허가로 표현하거나, 더 나아

가 인․허가를 등록, 신고 등으로 표현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용어상의 표현만으로는 해당 용어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79)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

22조에 규정된 ‘영업 허가’의 경우 강학상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규정한 광업법 제17조에서는 ‘허가’라는 용어가 강

학상 특허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허가’라는 

용어가 강학상 인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80) 이처럼 용어의 혼용

으로 인하여 개별법의 규정이 강학상 신고인지, 허가인지, 특허인지를 구

별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판단해야 하는 작업

은 법 집행자인 행정청과 수범자인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강학상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행위를 예방적으로 금지하였다

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

해서만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러한 개념에 대비하여 ‘특허’는 

특정한 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설권적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

가 구별된다. 다시 말해, 강학상 허가란 예방적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추

상적인 위험이 제거되어 법률에 규정된 거부사유가 없다면 발급되어야 

하는 반면, 특허의 발급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 

78) 최우용, “행정법상 ‘등록’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64호, 
115~143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18면 참조.

79)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행정행위와 행정소송의 유형을 세밀하게 나

누고 있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예컨대, 독일 연방오염방지법

(BImSchG) 제4조의 경우 시설설치허가를 ‘인가’(Genehmigung)로 표현하고 있으

며, 전형적인 허가 사항인 ‘건축허가’의 경우에도 ‘허가’(Erlaubnis)가 아닌 

‘Baugenehmigu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 법해석은 우리와 마찬가

지로 법규의 규정형식과 내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80) 김광수, “허가-인가-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 연구”, 
『법제처 발간자료』, 2006,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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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허가와 특허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인의 경제활

동에 대한 행정의 규제 및 감독수단으로서 그 구별이 점차 상대화되고 

있다.81)

그런데 어떠한 행정행위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지 특허에 해당하는

지를 구별하는 실천적 의미는 첫째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둘

째로는 권리설정 유무에 대한 판단에 있다. 어떠한 행정행위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면 그 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행정행위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재

량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는 일반적 금

지를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어떠한 권리를 

새로이 설정하지는 않는다. 즉, 예방적으로 제한했던 자유권을 회복시키

는 명령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강학상 특

허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설

정하는 것이므로 형성적 행위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원산지표시 승인행위가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권리설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

다.

Ⅱ. 기속행위로서의 원산지표시 승인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어떠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la compétence liée)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량행위’(la discrétion)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행정주체에게 얼마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혹은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얼마나 강하게 

81) 송시강, “행정법상 특허 개념의 연혁과 현황”, 『홍익법학』 제10집 제1호, 
285~314면, 홍익대학교, 2009,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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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지 여부이다. 다시 말해, ‘기속행위’는 법에 근거하여 행정에게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행위로

서, 그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도 정해져 있는 행위를 의미한

다. 이러한 기속행위는 법에 정해진 행정의 권한과 의무를 ‘확인하는 성

격’(le caractère déclaratif)을 지니기 때문에 자유적 성격보다는 ‘의무적 성

격’(le caractère obligatoire)을 갖는다. 따라서 기속행위는 사인인 국민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된

다. 이러한 기속행위는 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적법성의 원칙’(le 

principe de légalité)에 근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대다수의 학설이 독

일이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8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법 문언의 표

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인 “devoir” 또는 “~할 권리가 있

다”라는 의미의 “avoir droit”라는 동사의 현재형 직설법의 시제가 사용된

다.83)

기속행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재량행위’가 있다. 재량행위는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에 상대적으로 ‘선택의 권한’(la faculté de choix)

이 기속행위에 비하여 더 많이 부여되는 행위이다. 이는 행정의 ‘창조적 

특성’(le caractère créatif)와 관련된다. 재량행위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행

정의 ‘독립성’(l'indépendance)과 ‘자율성’(l'autonomie)을 보장하고 ‘행위의 

자유’(la liberté d'action)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강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입법자가 특정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드

러내고자 할 때에는 법 문언에 “~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하다”라는 의미

의 동사인 “pouvoir” 동사를 주로 사용하여 규율한다.84)

82) 홍강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 『공법연구』 제40집 제4
호, 293~332면, 한국공법학회, 2012, 311면 참조.

83) Pierre Py, “Pouvoir discrétionnaire, compétence liée, pouvoir d'injonction”, 
Recueil Dalloz Sirey n. 37, Dalloz, 2000, 563~570면 참조.

84) Pierre Py, 위의 논문, 2000, 5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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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속행위로서의 승인

일정한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포도주 양조자들은 데끄레가 요구하는 

일정 조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그 원산지 명칭을 

배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행정기관인 농식품

부 장관은 데끄레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양조자라면 누구라도 원산지

표시를 승인해야만 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 내 포도주 양조자들 가

운데 승인받은 양조자들의 수를 정책적 목적 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제

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농식품부 장관

의 승인행위는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꽁세유데따의 판례는 아니지만 2014년 3월 25일 보르도 

행정항소재판소의 판결85)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09년 10월 9일 프랑스 보르도 인근 아키텐 도르도뉴 주에 위치한 베르

주라크(Bergerac) 지역 내 ‘공동영농조합’(GAEC, le groupement agricole 

d'exploitation en commun)의 포도주 양조자들은 2009년 10월 9일 데끄레

(2009-1217)에 의하여 ‘베르주라크’(Bergerac)라는 명칭의 원산지표시를 농

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았다. 2009년 데끄레에는 ‘베르주라

크’(Bergerac)라는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생산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조건명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승인 이후에 양조자

들이 이 생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2010년 7월 5일 국

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장은 2009년의 원산지표시 승인을 취소함

으로써 이 공동영농조합이 ‘베르주라크’(Bergerac)라는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공동영농조합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

관리기구 장이 내린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월권소송을 보르도 제

1심 행정재판소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2012년 11월 27일 

이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와 관련하여 조건명세서를 충족하

지 못하는 포도주 양조자들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

85) CAA Bordeaux, 25 mars 2014, n. 13BX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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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장의 재

량이 없다는 점을 설시하였다.86) 이에 또다시 불복한 공동영농조합은 이

듬해인 2013년 항소하였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Ⅲ. 승인을 통한 권리설정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은 승인대상 지역 내 포도주 양조자들에게 

승인받은 원산지의 명칭을 포도주 병에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다. 이러한 권리는 승인을 받은 지역 양조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배타적 

권리(le droit exclusif)이면서 동시에 집단적 권리(le droit collectif)이다. 원

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는 특정 자연인이나 법인, 양조자조합 등 법

인격 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대상 지역 내의 동질적인 떼루

아르를 공유하는 포도주 양조자 다수에게 집단적으로 부여된다. 원산지

표시 승인을 통해 부여받는 권리는 떼루아르의 구성요소인 토지의 소유

권 또는 이용권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도 승인대상 지역 내의 포도주 양조자들 또는 양조자조합은 원산지표시 

승인의 대상이 되는 떼루아르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의

하여 부여받는다.

Ⅳ.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포도주에 대한 원산지표시 승인행위는 기

속행위이면서 동시에 권리설정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포도주의 원산지표
시에 대한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는 승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인 농
식품부 장관과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장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
는다. 이처럼 승인행위가 기속행위라는 점에서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

86) TA Bordeaux, 27 novembre 2012, n. 10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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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서 동시에 승인행위는 승인대상 지역 내 다수의 포도주 양조
자들에게 배타적이고 집단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승인행
위는 설권적이고 형성적인 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의 성격을 띤다. 종합해
보면,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행위는 강학상 허가와 특허의 성격을 모두 
지니는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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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산지표시 승인의 요건과 효과
제1절 원산지표시 승인의 요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표시 승인은 원산지표시 제도의 일종이

므로 원산지표시 제도의 일반적 요건인 소비법전 L. 115-1조에 규정된 

‘지리적 특성과 품질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원산지표시와는 구별되는 요건이 추

가적으로 필요하다. 추가로 필요한 요건은 농업법전 L. 641-5조에 규정되

어 있는데, 확립된 명성과 양조자들의 권한, 생산조건 및 생산품의 통제

를 포함하는 절차이다.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포도주의 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는 생산조건의 통제와 관련하여 농업법전은 구체적이고 상

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농업법전 L. 641-5조부터 L. 641-7조에는 생산지

역, 포도품종, 수확량, 포도주의 최소한의 자연적인 알코올분 함량, 포도

의 재배 및 양조․증류의 방법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법전 L. 641-6조는 조건명세서에 기재된 생산조건을 충족할 것을 규

정하면서, 조건명세서의 세부항목을 서술하고 있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

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지리적 특성과 품질 사이의 연관성
필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프랑스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

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2017년 7월 적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프랑스 

남서부의 보르도 지역을 방문하였다. 당시 보르도에 위치한 여러 ‘포도

원’(le château)들을 직접 견학하면서 이른바 ‘와인메이커’(winemaker)라고 

불리는 포도주 양조자들을 직접 만났는데, 양조자들은 하나같이 포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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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과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잘 익은 포도’를 꼽았

다. 이들은 “우수한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에서 나오는 것이지 양조기술

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양조기술에 의한 맛의 차이는 10%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입을 모아 강조하였다. 포도원의 토양과 자연환경, 

토질구조, 방향, 위치, 바람, 기온, 일조량 등 지정학적, 토양학적, 기후학

적인 조건이 포도주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

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에 각 포도원 고유의 포도재배방법과 

양조기술, 관습, 역사 등의 인문학적 요소가 어우러져 포도주의 맛과 품

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포도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

연적․인문학적 환경의 총체는 포도원이 빚어내는 포도주의 품질과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 이를 개념화한 것이 바로 ‘떼루아르’(le terroir)이다. 

아래에서는 떼루아르의 법개념과 구성요소, 범주화, 떼루아르 법개념을 

담은 행정절차로서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떼루아르의 법개념

‘떼루아르’(le terroir)의 개념과 관련하여 테오도르 지오르고플로스

(Théodore Georgopoulos)는 떼루아르가 지리학적 개념인지, 자연과학의 집

합체인지, 혹은 단순히 마케팅의 한 관념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의 

떼루아르는 다양한 인식론적 측면보다는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를 기반으

로 정의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즉, 떼루아르와 

관련된 자연과학적, 지리학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원산지

표시 승인 제도의 합목적성에 걸맞도록 법개념으로서의 떼루아르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이라는 권위의 힘 아래 떼루아

르의 개념요소들이 취사선택되고 결집되는 과정을 통하여 법개념으로서

의 떼루아르로 재정립된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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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루아르의 법개념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정의는 국제와인기구(OIV,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vigne et du vin) 총회에서 도입된 2010년 

6월 25일의 결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결의안의 내용 가운데 떼루

아르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포도주 양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떼루아르»의 정의를 채택하기

로 결정한다. 포도주 양조의 «떼루아르»란 자연 및 식별 가능한 생물학

적 환경과 적용 가능한 포도주 양조에 관한 관습 사이의 상호작용의

집합적인 지식이 발전한 지역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 지역을 원산지

로 하는 생산품에 구별되는 특징을 부여한다. «떼루아르»는 토양, 지형

학, 기후, 풍경과 생물다양성의 특유한 특징들을 포함한다.88) 

이 결의안에서 채택된 떼루아르의 정의는 원산지표시의 정의, 즉 리스

본 협약에서 결정되고 뒤이어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국내법에 

의해 되풀이된 그 정의를 포함한다. 실제로 떼루아르는 ‘물리적이고 생

물학적인 식별 가능한 환경과 그곳에 적용된 포도재배․양조방법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집합적 지식이 발전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 

상호작용은 해당 공간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함’

이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결의안은 예시적 방식으로 떼루아르가 ‘토양, 

87) Théodore Georgopoulos, “L’européanisation de la notion juridique de terroir”, 
Les appellations vitivinicoles à l'épreuve de l'intégration européenne, Mare & 
Martin, 2014, 15~17면 참조.

88) <Resolution OIV/VITI 333/2010> (l’assemblée générale) (필자 번역)
   (전략) ... Decide d’adopter la suivante définition de «terroir» vitivinicole : Le 

«terroir» vitivinicole est un concept qui se réfère à un espace sur lequel se 
développe un savoir collectif des interactions entre un milieu physique et 
biologique identifiable et les pratiques vitivinicoles appliquées, qui confèrent des 
caractéristiques distinctives aux produits originaires de cet espace. Le «terroir» 
inclut des caractéristiques spécifiques du sol, de la topographie, du climat, du 
paysage et de la biodivers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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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기후, 산수 및 생물다양성의 특유한 특성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국제와인기구 결의안은 떼루와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양조된 포도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제와인기구 결의안은 이

와 더불어 “법개념인 지리적 표시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의 규

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89) 떼루와르 개념은 상

품의 원산지를 포함하는 개념일 뿐 아니라 원산지에서 비롯된 상품의 고

유한 특징과 품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품의 원산

지를 지리적 개념으로서 표기하는 지리적 표시와 구별해야 할 필요성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는 ‘비구속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떼루아르에 법적 담론에 관

한 최초의 국제적 문서인 만큼 그 법적 권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유럽연합의 규정과 회원국들의 국내법 등에서도 떼루와르에 관한 거의 

동일한 법개념이 사용되고 있다.90)

2. 떼루아르의 구성요소

국제와인기구 결의안이 마지막 문단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떼루아르 

개념은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 겸비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소

들은 크게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떼

루아르를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에는 ‘지형, 지리, 토양, 기후’ 등의 자연

과학적인 요소들과 ‘생물학적 다양성, 포도의 품종이나 색, 향, 맛’ 등의 

감각적 요소가 있다. 즉, 포도주의 고유한 특징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포도재배와 관련된 자연, 환경적 요소의 총체를 일컫는다.

이와는 달리 떼루아르를 구성하는 주관적 요소는 특정한 지리적 권역

의 ‘포도재배 및 포도주 양조기술, 역사, 관습, 문화’ 등 인문학적 요소의 

총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남서부의 포도주 산지인 보르도 지

89) Resolution OIV/VITI 333/2010, “Definition of vitivinicultural «terroir»”.
90) Théodore Georgopoulos, 앞의 논문, 2014, 20~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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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포도주를 숙성하는 오크통의 모양이 볼록한 반면, 프랑스 북동

부의 포도주 산지인 부르고뉴 지방에서는 길쭉하고 얇은 모양의 오크통

을 사용하는 것, 보르도 지역과 부르고뉴 지방의 포도주 병의 모양이 다

른 것 등은 각 지역의 포도주 양조 관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포도원마다 포도주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포도나무의 식

목 밀도, 좋은 포도를 골라내는 기술, 서로 다른 품종의 포도를 섞는 비

율 등이 다른데, 이는 각 포도원 고유의 포도주 양조기술에 해당한다. 뿐

만 아니라 필자는 실제 여러 포도원들을 견학하면서, 포도원들이 각각 

하나의 작은 박물관을 연상케 한다고 생각하였다. 각 포도원마다 처음으

로 포도주를 빚기 시작한 양조자와 이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포도주를 양

조하고 있는 후손들에 대한 소개, 그들이 사용하던 물건, 취향, 가족사, 

포도주 양조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일화 등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 포도원의 역사와 포도주 양조자들의 철학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포도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요

소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생산되는 공산품으로서 술을 ‘제조’하는 것이 아

니라,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학적 환경, 전통이 결합되어 하나의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포도주 ‘양조’를 가능하게 한다. 소비자는 이렇게 

주조된 포도주 한 잔을 마심으로써 단순히 취하기 위해 알코올을 흡수하

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생산지역, 즉 떼루아르의 자연과 문화를 맛보고 

향유할 수 있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이처럼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서 

유래된 자연적·인문적 환경으로 구성된 요소들을 통해 포도주의 맛과 품

질에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떼루아르의 법개념이다.91) 

3. 떼루아르에 따른 범주화 

앞서 설명한 떼루아르의 구성요소들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승

인’(contrôlé) 또는 ‘보호’(protégé)를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법의 권위 

91) Théodore Georgopoulos, 앞의 논문, 2014, 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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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합리적 목적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개념으로서의 떼루

아르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연과학 등 하나의 법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떼루아르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법적 권위에 의해 ‘선

택’됨으로써 합리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러한 합리화는 법적 범

주인 원산지표시 승인의 형태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에 

의해 선택된 떼루아르의 구성요소들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승

인’(contrôlé) 또는 ‘보호’(protégé)를 통해 떼루아르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

이 된다. 

이러한 면에서 법개념으로서의 떼루아르는 단순히 포도주의 품질이나 

특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과적 요인들을 선택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와 마찬가지의로 ‘원산지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 역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포도주를 선택하는 것과는 다르

다. 이러한 법개념의 설정이 자연과학자, 지리학자, 포도주 양조자들의 

관점에서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때로는 ‘파렴치’해 보일지라도 원산지표

시의 사용을 승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선택하는 것은 전

적으로 법의 몫이다. 물론 행정의 권한이 과학의 가르침을 고려하면 할

수록 떼루아르의 법개념은 과학적 개념에 점점 근접하게 되고 원산지표

시 승인 제도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입법자

는 오로지 자연과학적 요소만을 고려할 필요나 의무가 없으며 이는 바람

직하지도 않다.. 입법자는 무엇보다도 ‘규율자’로서 경제, 지역 혹은 국가

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관계, 역사적 연속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떼루아르의 법적 범주화 과정은 일견 ‘정치적’이

라고도 평가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합법성의 제고는 자연과학적 

합법성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92)

물론 이러한 법적 범주화로서의 조정이 떼루아르의 과학적 개념을 변

92) Olivier Dupéron, “La théorie juridique français des appellations d’origines 
controlées(AOC)”, Les appellations vitivinicoles à l'épreuve de l'intégration 
européenne, Mare & Martin, 2014, 71~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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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다. 법제도와 그 실행 

과정에서 확정된 ‘원산지표시 승인’은 과학이 ‘떼루아르’라고 이해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불가피할 뿐만 아

니라 사실상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법은 각 지역과 이해당사자 사이에 

충돌되는 가치와 이익을 ‘조정’하고 ‘통합’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은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떼루아르의 요소와 원

산지표시 승인의 기준들을 선택해야 한다.

떼루아르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경험을 법개념과 범주로서 명

확하게 재정립하려는 노력은 주로 입법자에 의하여 이뤄지는데, 이는 앞

서 일견 ‘정치적’이라고도 표현했듯이 ‘순수한’ 과정은 아니다. 법적 범

주화는 떼루아르의 본질에 대하여 단순히 설명적 기능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행정이 법규정에 근거하여 떼루아르의 지리적 경계를 획정하고, 이

를 표시하는 떼루아르의 명칭을 선택하도록 하는 일은 사실상 중립적이

지 않은 ‘선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서,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포도주의 범주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지 못한 포도주는 원산지표시 

승인의 혜택을 입는 상품들에 비하여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된

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는 중대한 경제적, 산업적 분화와 더불어 심하게

는 분열까지 야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법은 개념론을 통하여 법적 해

석을 시사하면서, 현실을 창조하거나 최소한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93)

4. 떼루아르에 따른 행정절차의 집합

떼루아르의 법개념과 범주화는 현실에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로서 구

현되고 실행된다.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떼루아르의 매개자로서 기능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을 위하여, 혹은 

승인을 통하여 생기는 권리에 대한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93)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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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행정절차가 동반된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떼루아르의 자연적·

인간적 요소들, 포도주 생산지역의 경계 획정과 같은 행정적 요소들, 인

접한 생산지역과의 갈등 관계, 양조자조합의 행정절차에의 참여 등이 모

두 포함된다. 이러한 행정절차들은 원산지표시 승인을 얻기 위한 일반적 

기준의 결정에서부터 토양의 성분 분석, 양조 방식에 대한 검사, 포도주

의 감각적 요소에 대한 시험평가 등까지 포함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규율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 승인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산지표시’에 따라붙는 ‘승인된’(contrôlé) 또는 ‘보호된’(protégé)

이라는 표현은 상품화된 포도주의 원산지에 대한 표시가 곧바로 포도주

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상기시킨다. 즉, 

원산지가 표시된 포도주는 품질과 맛, 제3자의 원산지 도용 등의 침해로

부터 강력한 보호를 보장받는 생산품으로서, 이를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와 규칙, 행정에 의한 강력한 통제의 결과물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내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전

하는 것으로서 떼루아르와 이에 기반한 포도주의 품질과 특성, 명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94)

Ⅱ. 정식으로 확립된 명성 
앞서 Ⅰ.에서는 원산지표시 승인을 위한 첫 번째 요건으로서 소비법전 

L. 115-1조에 규정된 지리적 특성과 품질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 떼루

아르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으로 농업법전 

L. 641-5조에 규정된 ‘정식으로 확립된 명성’(la notoriété dûment établie)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농업법전 L. 641-5조이다.

<농업법전 L. 641-5조>

농산품, 임산품, 식료품, 수산품은 그것이 천연이든 가공되었든지 간

94)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5~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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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비법전 L. 115-1조의 규정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서, 정식으로

확립된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조자들의 자격·생산품의 통제·생산조

건의 통제를 수반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에 원산지표시 승인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95)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에서 양조된 포도주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정식으로 확립된 명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명성’이 특정 지역의 떼루아르나 생산조건에서 유래된 

포도주의 품질을 보증하고 각 지역 포도주 고유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

이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서, 표시되는 원산지 ‘명칭’(la dénomination)의 통제

가 특히 문제된다. 이는 곧 원산지의 명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 다시 말해, 새로이 승인받고자 하거나 혹은 기존에 승인받은 원

산지의 명칭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포도주 양조자는 기존의 다른 원산

지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앞서 Ⅰ.에서 살펴본 떼

루아르를 통한 지리적 관련성이 원산지의 ‘지역적 범위’, 즉 토지의 경계 

획정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살펴보는 확립된 명성의 문제는 획

정된 원산지 구역의 명칭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실제로 인접지역 포도주 양조자들 사이에 확립된 명성을 지키

기 위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시가 승인된 원산지의 

‘명칭’에 관하여 정한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결정이나 농식품

부 장관의 데끄레를 계쟁 처분으로 하는 월권소송을 꽁세유데따의 판결

95) <Code rural Article L. 641-5>
Peuvent bénéficier d'une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les produits agricoles, 
forestiers ou alimentaires et les produits de la mer, bruts ou transformés, qui 
remplissent les conditions fixées par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115-1 du 
code de la consommation, possèdent une notoriété dûment établie et dont la 
production est soumise à des procédures comportant une habilitation des 
opérateurs, un contrôle des conditions de production et un contrôle des prod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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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의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 한다.

Ⅲ. 양조자들의 자격·생산조건 및 생산품의 통제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농업법전 L. 644-3조는 양조자들 정당한 자격

과 포도주 생산조건의 통제, 생산품의 통제에 관하여 절차를 준수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동법 L. 644-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법전 L. 644-3>

1) 생산지역(aire de production) 

2) 포도품종(cépages)

3) 수확량(rendements)

4) 자연적인 최소 알코올 도수(titre alcoométrique volumique naturel 

minimum du vin)

5) 재배방법(procédés de culture)

6) 양조 또는 증류, (필요한 경우에) 포장 방법(procédés de vinification 

ou de distillation et, le cas échéant, du conditionnement)96)

Ⅳ. 조건명세서
농업법전 L.641-6조는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

는 생산조건을 규정한 '조건명세서'(le cahier de charge)가 필요함을 명시

하고 있다. ‘조건명세서’에 관하여는 동법 D. 645-1조에서 구체적으로 정

하고 있다.

96) <Code rural Article L. 644-3>
Les conditions de production au sens des articles L. 641-5 à L. 641-7 
s'entendent notamment de l'aire de production, des cépages, des rendements, du 
titre alcoométrique volumique naturel minimum du vin, des procédés de culture 
et de vinification ou de distillation et, le cas échéant, du condition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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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전 D. 645-1>

원산지표시 승인의 혜택을 받는 포도주, 증류주 또는 다른 종류의 술

의 조건명세서는 이 장에 나타난 일반 규정들과 각 원산지표시 승인을

위하여 마련된 개별 규정들로 구성된다.97)

여기서 말하는 ‘개별 규정’들은 동법 D. 645-2조부터 D. 645-19조에 걸

쳐 찾아볼 수 있다. 각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포도주와 증류주, 다른 주류에 대한 국가위원회(comité national)에

의한 토지 구획에 관한 사전의 인정(la déclaration préalable d'affectation 

parcellaire)

2) 유기농 비료의 사용(l'utilisation d'apports organiques)

3) 죽거나 누락된 포도나무의 수(l'incidence des pieds morts ou 

manquants)

4) 제한되지만 사용가능한 포도밭의 관개용수(l'irrigation possible mais 

limitée des vignes)

5) 포도 수확기에 대한 공시의 결정과 포도의 익은 정도(la 

détermination d'un ban des vendanges et la maturité des raisins)

6) 포도밭의 수확량과 그 변동 폭 (les rendements des vignobles et 

leur variation 

7) 새로운 포도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자격 (l'aptitude à produire des 

jeunes vignes)

8) 농축 (l'enrichissement)

9) 수확량 신고의 내용과 신고된 양의 계산 방법 (le contenu des 

déclarations de récolte et la méthode de calcul des volumes déclarés)

10) 수확량의 초과로 인한 생산품의 폐기 (la destruction des produits 

97) <Code rural D. 645-1>
le cahier de charge d'un vin, d'une eau-de-vie ou d'une autre boisson alcoolisée 
bénéficiant d'une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est constitué des dispositions 
générales figurant dans le présent chapitre et d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établies pour chaque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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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coltés en dépassement de rendement)

11) 발포성 포도주라고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지 못한 "rebêches( 

포도 찌꺼기를 추출하여 얻어진 발포성 포도주)"의 비율 (le taux des 

"rebêches" exclus du droit à l'appellation pour les vins mousseux)

12) 소비 기한 (les périodes de mise à la consommation)

13) 통제의 관점에서의 포장과 표본 (le conditionnement et 

l'échantillonnage en vue du contrôle)

제2절 원산지표시 승인의 절차
Ⅰ. 승인신청에 의한 절차 개시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절차는 2006년 12월 7일의 오르도낭스

(Ordonnance) (2006-1547)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오르도낭스는 2007년 12

월 24일 의회가 제정한 농업법률에 의해 승인되어 법률대위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완성되었다. 원산지표시 승인절차는 우선 승인을 받고자 하는 포

도원 소유자나 경영자, 이들이 속한 양조자 보호관리기구(ODG)의 승인

신청을 통해 개시된다. 원칙적으로는 양조자 보호관리기구가 국립원산지

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하여 포도원 소유자나 경영자 등 개별 양조자도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

리기구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7년 농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양조자 보호관리기구와 사

전 협의한 후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제안(la proposition)의 내용을 결정

해야 한다. 

양조자 보호관리기구는 옛 ‘지역양조자 보호조합’(Syndicat de défense)

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각 원산지마다 조직되고 운영되는데, 포도주 관련 

사업의 모든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양조자 보호관리기구의 정회원이 된

다. 양조자 보호관리기구는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산하 ‘국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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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Comité national)와의 협의를 거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장에 의해 등록되어 관리된다.98) 

이러한 양조자 보호관리기구의 목적은 회원인 개별 양조자들의 대표

성,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승인절차

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절차의 민주적 성격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

이다. 이는 국민이 행정의 대상이나 수범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문적이고 특수

한 성격을 띠고 있는 포도주 양조 및 원산지표시 승인의 과정에 양조자

들이 참여하는 것은 행정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

한다.

한편, 양조자 보호관리기구가 원산지표시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국

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생산품 및 생산품과 떼루아르와의 관련성을 정당화하는 요소들의

명확한 명칭

2) 조건명세서의 초안

3)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등록된 독립적이고 종사자들 스

스로와 무관하며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통제를 따르는 관리

기구의 이름

Ⅱ. 예심 및 승인
원산지표시 승인에 대한 신청은 관보에 공포되는데, 2007년부터는 신

청이 공포된 후 두 달 동안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의제기 가능성을 허

용하는 ‘국내 예심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두 달의 예심

기간이 끝나면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접수된 이의제기를 심사

98)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71~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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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이의제기한 당사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후 본 심

사에 들어가는데,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내에 설치된 지방위원

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본 심사가 끝난 뒤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원산지표시 승

인신청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제안(la proposition)

의 형식으로 농식품부 장관에 송부한다. 이 때 제안의 주체는 국립원산

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장이며, 최고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인 데끄레보

다는 한 단계 낮은 단계인 ‘아레떼’(arrêté)의 형식으로 발령된다. 제안에 

포함되는 내용에는 승인된 원산지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의 

‘경계 획정’, ‘포도주 생산조건’, ‘원산지표시의 승인조건’ 등이 포함된다. 

이 때 획정되는 원산지의 지리적 범위는 행정구역과 대체로 일치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제

안을 받은 농식품부 장관은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승인하기

로 결정하면 제안에 서명한 뒤 데끄레의 형식으로 공포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장관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제안을 그대

로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99)

제3절 원산지표시 승인의 효과 
Ⅰ. 배타적 권리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은 승인받은 포도주가 더 좋은 품질과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증하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원산지표

시 승인은 포도주 양조자들에게는 판매촉진 수단이, 소비자들에게는 정

보제공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그 승인을 

받은 소수의 양조자들만이 포도주 병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99)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0~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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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한다는 점에서 ‘배타적 권리’(le droit exclusif)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

서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지 못한 양조자들은 포도주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조, 도용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에 엄격한 

행정제재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원산지표시 승인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의 일례로 농업법전 L. 643-1조를 살

펴볼 수 있다. 농업법전 L. 643-1조는 “원산지표시를 구성하는 명칭은 그 

명성을 왜곡하고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생산품 혹은 서비스에도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된 원산지를 표시할

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이 향유하는 권리이지 의

무는 아니다.100)

이와 관련된 판결로는 1993년 파기원의 ‘샹파뉴’(Champagne) 대 ‘이브 

생로랑’(Yves saint laurent)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브 생로랑은 나폴레

옹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샹파뉴’(Champagne) 지역의 발포성 포도

주를 마셨다는 점에 착안하여 ‘샹파뉴’(Champagne)라는 이름의 향수를 

출시하여 전세계에 수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샹파뉴’(Champagne) 

지역의 포도주 양조조합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브 생로랑’(Yves saint laurent)은 포도주가 아닌 향수라는 다른 

품목에 ‘샹파뉴’(Champagne)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샹파

뉴’(Champagne) 지역에서 양조되는 발포성 포도주와 혼동될 우려가 없다

고 주장하였지만 파기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원은 ‘샹파

뉴’(Champagne)라는 명칭을 향수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발포성 

포도주의 원산지로서 ‘샹파뉴’(Champagne)의 명성이 왜곡되거나 약회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이브 생로랑’(Yves saint 

laurent)은 해당 향수의 이름을 세 번이나 바꿔야 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바뀐 향수의 이름이 현재에도 판매되고 있는 ‘이브로쉐’(Yvresse)

이다.

100)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78~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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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단적 권리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몇몇 포도주 양

조자들이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해서 이 권리가 특정 자연인이나 법

인, 혹은 양조자조합 등에 속한다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산

지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는 특정한 법인격에 귀속되지 않는 ‘집단적 권

리’(le droit collectif)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권리는 특정 법인격이 

아니라, 승인의 핵심 요건인 떼루아르를 구성하는 토지의 이용권에 연관

된 권리인 것이다.101) 

이러한 성격과 관련하여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지역 내에 위치한 포도주 양조자들 모두가 해당 원산지표시

의 수혜를 받으므로 이 권리는 ‘집단적 자산’(le patrimoine collectif)이라

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상표권’과 같은 개별 양조자의 사적이고 배타적

인 재산권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102) 이러한 성격은 판례에 의

해서도 재확인된다. 파기원은 1987년 12월 1일 선고한 이른바 ‘로마네 

꽁띠’ 사건에서 승인된 원산지표시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판시하

였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승인으로 얻은 권리가 특정 법인격에 귀속되지 않

는 집단적인 권리이다보니 개별적인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원산지표시 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떼루아르에 근거하

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통해 얻은 ‘허가증’은 다른 지역이나 혹은 다른 

양조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나 토지 이용권이 양

도될 때, 토지 분할이 이뤄질 때 등의 경우에 새로운 토지 소유권자나 

이용권자는 포도주 생산조건이 해당 원산지표시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103)

101)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79면 참조.
102) INAO, Guide du demandeur d’une 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AOP) ou 

d’une 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IGP) : Secteur viticole, novembre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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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시계획 사전절차에의 참여 보장
원산지표시 승인은 떼루아르라는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고 있음으로 인

하여 도시계획법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 또는 양조자조합은 승인된 원산지 영역을 침

해할 소지가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경우, 관련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특히 원산지표시 승인의 실무 행정청인 국립

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도시계획의 구상 및 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법에 의해 보장된다.104)

Ⅳ. 경쟁에 대한 정당한 제한
1. 꽁세유데따 판결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를 통해 생산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상업과 산업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자유경쟁의 원칙을 침해하

는지, 또 승인받은 양조자들이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꽁세유데따는 “그렇지 않다”

라고 답을 제시한다.105) 왜냐하면 원산지표시 승인 자체가 포도주의 품

질과 동질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합목적성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 

과정에서 가해지는 규제는 양조자와 소비자의 공공의 이익, 국민의 건강

과 복지 등을 위하여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 승인으로 인해 자유경쟁의 원칙이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를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은 더욱더 자유롭게 유

통될 수 있다고 설시한다. 즉, 적정한 질서와 규제를 통한 ‘규범적 자

유’(la liberté normative)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3)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79~81면 참조.
104)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0면 참조.
105) CE, 29 mars 2000, n. 2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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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재판소 판결

이러한 법리는 유럽연합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

다. 프랑스가 당사자가 된 판결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를 거의 동일하게 국내법으로 받아들인 스페인의 원산지표시 승인

(denominacion de origen calificada) 제도에 대하여 벨기에가 ‘상품의 자유

이동에 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106)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스페인은 자국의 유명 포도주 원산지인 ‘리오하’(Rioja) 지역에서 

재배·양조·병입된 포도주에만 ‘리오하’(Rioja)라는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

매할 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규제하고 있었는데, 벨기에의 주류회사가 

‘리오하’(Rioja)라는 명칭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유럽연합 기능조

약 제3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품의 자유이동’ 원칙을 위반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스페인은 ‘상품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이 

아니며 설사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 정당화 사유에 해당한

다고 항변하였다. 당시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영국, 핀란드와 덴마크에 의

해 법률 지원을 받았으며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여기서 포도주나 식료품의 전 세계적 명성이 높고 이에 관한 행

정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나라들이 스페인의 지원국으로 나선 반면, 

벨기에를 지원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라

는 점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우선, 스페인 자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가 상품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

러나 원산지표시 승인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일반이익’(general interest)

이 더 크게 인정되므로 이 제한은 정당화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소가 

인정한 ‘정당화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소는 우선 원산지표

시 승인 제도가 원산지에 따라 포도주의 품질과 동질성을 보증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엄격한 통제를 받는 원산지

106) CJCE, 16 May 2000, C-388/95, Belgium v.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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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외부에서 양조된 포도주는 품질과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상거래에서도 더 저급한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 또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

도가 포도주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

은 명성을 가진 포도주를 향유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동시에 양조

자들에게는 품질관리와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였

다. 이로써 산업과 상업적 재산에 대한 제한이 아닌 보호적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이 판결은 독일의 맥주순수령이 상품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폐기된 것107)과는 상반되는 결론이다. 독일 맥주순수령은 

보리맥아와 홉, 효모, 물만을 사용하여 제조된 술에만 ‘맥주’(Bier)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그 외의 어떠한 첨가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유럽재판소는 앞서 살펴본 스페인의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맥주순수령이 ‘상품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제한의 정당성에 대해 심사하였

으나 스페인의 사례와 달리 독일의 맥주순수령은 정당화되는 제한이 아

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는 우선 보리맥아와 홉, 효모, 물만을 사용

하여 제조된 술만이 맥주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들에

게도 널리 인정되는 관념이나 관습이 아니며 다른 회원국들은 이 외의 

재료를 사용한 술도 맥주라고 부른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맥주에 

첨가물을 금지하는 것이 소비자의 건강보호에 바람직한지 여부가 과학적

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다른 회원국의 맥주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독일 

내에서도 맥주 이외의 다른 음료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108)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판결을 살펴볼 때, 포도주 원산지의 떼루아르

107) CJCE, 12 mars 1987, C-178/84, Commission v. Germany.
108) Tamio Nakamura․Takao Suami, 『EU법 기본판례집』, 제2판, 박덕영․이주윤 

역,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175~1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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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도주의 품질과 명성에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를 알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긴밀한 연관성을 오랜 기간 동안 관습과 제도로서 정착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원산지표시 승인의 법개념이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한 성과라는 점에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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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행정소송
제1절 프랑스 행정소송의 유형
Ⅰ. 개설
프랑스 행정재판법전은 행정소송의 종류와 항고소송에 대하여 규정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만, 프랑스 행정소송을 대표하는 월권소송은 비록 근거 규정이 없다 하

더라도 소송법에 관한 일반원칙과 행정행위의 적법성 보장의 필요에 의

해 인정되고 있다.109)

프랑스 행정소송의 유형은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19세

기 말 꽁세유데따의 실질적 수장이었던 에두아르드 라페리에르(Edouard 

Lafferier)가 체계화한 ‘형식적 관점의 네 가지 유형’, 그리고 공법학의 대

가 레옹 뒤기(Leon Duguit) 교수와 마르셀 발린(Marcel Waline) 교수가 주

장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의 구분이 대표적이다.

첫째로, 라페리에르의 분류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의 권한’에 

따라 취소소송(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완전심판소송(le contentieux 

de pleine juridiction), 적법성 평가소송 또는 해석소송(le contentieux de 

l’interprétation), 제재소송(le contentieux de la répression)으로 분류된다. 이

를 ‘형식적 구별’이라고 한다.110) 

형식적 구별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

로서, 원고가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면, 법원은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만을 명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주된 유형은 월권소송

109) 전훈,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프랑스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319~344면,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5~8면 참조.

110) M. Guyomar․B. Seiller, Contentieux adminstratif, Dalloz, 2010, 76~77면;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13ᵉ éd., Montchrestien, 2008, 
209~210면; C.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11, 48~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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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행정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월권소송은 우리나라의 취소소

송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일방적 행정

행위’(l’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의 개념이 매우 넓다.111) 

다음으로 ‘완전심판소송’은 독일의 일반이행소송과 우리나라의 당사자

소송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공법상 금전청구권에 관한 소송이 주를 이루

지만,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계약의 이행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해 

널리 인정되고 있다.112) 완전심판소송은 다른 유형의 소송에 비해 법원

의 권한범위가 가장 넓다. 원고가 행정행위를 다투면서 완전심판소송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금전지급을 명하거나 다

투어진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113)

두 번째 분류 방식은 레옹 뒤기와 마르셀 발린으로 대표되는 분류 방

식으로서 ‘법원에 제기된 문제의 성질’에 따라 실질적 구별기준을 제시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나

뉠 수 있는데 양자의 구별기준은 본안요건에 ‘권리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114) 이러한 구별 방식에 따르면 ‘주관소송’은 주관적 권리구제

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객관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판단을 목적으로 한

다. 따라서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주관소송과 달리 객관소송

은 다툼이 된 행위가 적법성에 부합하는가 하는 객관적 법규범에 관한 

111)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20면 참조.

112)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19~129면 참조.

113) Edouard Laferrière, Traitee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1887, tome 1․2, réimp. LGDJ, 1989, 8면: 강지은, “프랑스의 객관

적 완전심판 소송에 관한 소고-소송의 종류와 법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공법

학연구』 제14집 제1호, 627~651면,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629면에서 재인용.
114) Léon Duguit,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public, A. Colin, 1913, 187~190면: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송물”,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394면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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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판단 대상이 되며 월권소송을 통해 그 특징이 적절하게 나타난

다. 

그렇다고 해서 객관소송이 원고적격에 제한이 아예 없는 ‘만인소송’(萬

人訴訟)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소송은 본안에서 원칙적으로 객관

적 위법성만을 심사의 대상으로 하며, 주관적 권리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객관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일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

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주관소송은 객관소송과는 달리 원고의 개인적인 

이익의 구제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주관소송은 원고적격 부분에서 

권리침해 주장을 그 요건으로 하고, 본안요건 부분에서도 권리침해 사실

이 인정되어야 한다.115)

객관소송과 주관소송을 구별하는 실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서 나타난다. 우선, 소의 이익 측면에서 객관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여부

를 문제 삼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주관소송은 원

고의 개인적 이익만을 구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의 범위가 객

관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다음으로 판결의 효력 측면에서 살

펴보면, 객관소송의 경우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관소송의 경우 기판력은 승소판결이든 기각판결이든 모두 상대

적 효력만이 인정될 뿐이다.116)

Ⅱ. 원산지표시 승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유형의 행정소송 가운데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

115)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40~141면 참조.

116) 박정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2):비교법․학설․판례”,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222~225면 참조;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송물”, 『행정소

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378~3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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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유형은 월권소송이다. 각 지역의 포도

주 양조자 또는 양조자조합은 자신들이 양조한 포도주에 승인된 원산지

를 표시하기 위해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승인신청을 하는데, 

심사결과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존의 원산지표시 승인이 변경 또는 취소

되는 경우에 양조자 또는 양조자조합이 취소소송의 일종인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원산지표시 승인대상 지역 가운데 

유명한 원산지는 1900년대 초에 이미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유지하고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산지표시 승인을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는 실

제에서 드물다. 그러므로 기존에 받은 원산지표시 승인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거나, 변경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변경의 내용은 크게 원산지의 지리적 범위를 어떻게 변경할 것

인가에 관한 ‘원산지 경계 획정’의 문제와 획정된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

할 것인가에 관한 ‘원산지 표시 변경’의 두 가지 문제로 구분된다. 먼저, 

원산지 경계 획정의 경우에는 포도주 양조자 또는 양조조합이 운영하는 

포도원을 특정 원산지표시 승인지역에 포함시키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배제하거나, 기존의 승인지역을 더 우수한 평판의 승인지역으로 변경하

는 내용의 처분이 문제된다. 두 번째로 원산지 표시 변경은 승인지역에 

속한 포도주 양조자 또는 양조조합이 그 원산지의 표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생기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루아르 앙주 지역의 승인된 원산

지표시인 ‘꼬또 뒤 레이용-숌므’(Coteaux du layon chaume)에 속한 포도주 

양조자들이 그 표시를 ‘숌므-프리미에 크뤼 데 꼬또 뒤 레이용’(Chaume 

1er cru des coteaux-du-layon)으로 바꾸는 내용의 처분을 구하는 경우 등

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원산지표시 승인의 취소, 변경, 거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 요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떼루아르의 개념은 불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판단하는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폭넓은 재량과 권한

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원산지표시 승인의 취소, 변경, 거부에 

관한 월권소송은 결국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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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꽁세유데따 사이의 권한분배 문제로 귀결된다. 프랑스에서는 1990년

대 중반 이후 원산지표시 승인과 관련하여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

구의 권한범위를 심사하는 꽁세유데따의 판결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하

여 행정권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117)

제2절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월권소송
Ⅰ. 대상적격
1. 개설

월권소송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것인데, 그 대상은 ‘일방적 행정행

위’(l’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로서 그 개념이 매우 넓다.118) 또한 행정

행위는 ‘법적 행위’(l’acte juridique)이지만, 프랑스에서 법적 행위라 함은 

독일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법질서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행정청

의 단순한 견해표명은 제외되지만, 경고, 권고, 공적 시설의 설치 등 독

일에서는 사실행위로 분류되는 것도 그것이 법적인 의미를 갖고 상대방

에게 ‘침익적인 결과를 초래하는’(faisant grief) 것인 한 월권소송의 대상

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개별행위(acte individuel)뿐만 아니라 

법규제정행위(acte réglementaire)도 포함한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의거하

여 내려진 개별행위에 대한 월권소송에서 행정입법을 간접적으로 다투는 

위법성 항변(exception d’illégalité)뿐만 아니라 직접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19)

117)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0~84면 참조.
118)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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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표시 승인의 경우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의 대상적격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특

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꽁세유데따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으로 

발령된 데끄레가 개별행위(l’acte individuel)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법규제

정행위(l’acte réglementaire)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시한 점이다. 개별 

양조장에 대하여 원산지 명칭을 표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일

일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 

포도수확량, 최소 알코올 도수, 재배방법, 양조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

여 데끄레로 공포하는 방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결과로

서 개별 양조장이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지기는 

하지만 개별 양조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엄

연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120) 

둘째로,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단계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

질관리기구의 제안(la proposition)만으로는 월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

지 않는다는 것이 꽁세유데따의 확립된 판례이다.121) 꽁세유데따는 2003

년 9월 29일 판결에서 아직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국립원산

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내 국가위원회의 제안은 ‘예비적이고 준비적인 성

격’(le caractère preparatoire)을 지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로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친 데

끄레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122)

그러나 예비적 성격의 ‘제안’에 해당하는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

구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표시 승인대상 지역의 변경을 거부하

는 결정은 평가의 명백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123) 국립원산지

119) René Chapus, 앞의 책, n. 705~717 참조.
120) CE, 20 septembre 1993, n. 112635.
121)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127면 참조.
122) CE, 29 septembre 2003, n. 247888. 
123) CE, 20 septembre 1993, n. 112635; CE, 2 octobre 1996, n. 16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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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명시적인 거부결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묵시

적인 거부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모두 월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여기서 묵시적 거부처분이라 함은 원산지표시 승인 대상 지역의 변경신

청에 대하여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두 달이 경과하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의 판례가 거부처분의 대상적격을 인

정함에 있어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요구하는 것124)과는 달리 프

랑스에서는 거부처분의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Ⅱ. 원고적격
1. 개설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은 매우 넓게 인정된다. 어떠한 종류이든 ‘이익’으

로 충분하고 사적 관련성이 특별히 현저할 필요는 없다.125) 프랑스의 월

권소송은 원고의 개인적 권리의 구제보다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에 초점

이 맞춰져 있는 객관소송이므로 원고적격을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

익’(l’intérêt direct et personnel)으로 넓게 인정하는 것이다.126) 꽁세유데따

는 소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

연한 판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평가된다. 여러 판례들에 나타나

고 있는 개념징표들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며, 정

당하고, 적절하며, 현재적 이익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127)

124) 최계영,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도신청거부의 처분성”, 『행정법

연구』 제14집, 421~442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5, 432면 참조.
125) Laubadère,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Tome 4, 3ᵉ éd., 1977, n. 910 et s.: 

박정훈, “독일 행정법과 비교하여 본 프랑스 행정법의 특수성”, 『행정법의 체계

와 방법론』, 박영사, 2010, 486면에서 재인용.
126)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20~1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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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법규의 사익보호성과는 무관하게 널리 사실

상의 이익, 정신적인 이익, 심지어 단체의 집단적 이익까지 포괄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납세자로서의 이익도 원고적격으로 인정된다. 이

처럼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권리침해’ 여부에 관계없이 널리 원고적격

을 인정하면서도 민중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된

다.128)

한편, 단체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독일이나 우리나라보다 

더 넓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독일의 경우 단체는 개별 법률에 의해 명

시적으로 단체소송이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공익을 위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단지 정관의 목적수행을 위한다는 것만으로 단체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의 경우 단체는 개별적 직접적 이익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 없이도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단체는 자신

의 임무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타적인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적 이익이 아닌 집단적 이익

(l’intérêt collectif)이 요구된다. 단순히 공공의 복리를 위한 소송은 허용되

지 않으며, 특정 가능한 이해관계자의 범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집

단적 이익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정 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단체의 

소송은 부인된다. 그러나 구성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

우에는 구성원의 상당수와 관계되는 행정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29)

판례상 원고적격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계쟁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

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일어나는데, 수익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와 침익처분에 대하여 그 상

127) 이원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

정방안”, 『행정법연구』 제8호, 219~266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2, 232면 

참조.
128) Johannes Koch, Verwaltungsrechtsschutz in Frankreich, 1998, S. 143.: 이원우, 

위의 논문, 232면에서 재인용.
129) 이원우, 위의 논문, 2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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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수익

처분과 침익처분의 구별기준이 문제되지만,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객

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처분 자체의 내용에 비추어 객관적

으로 상대방의 제소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처분으로, 그 반대

의 경우에는 침익처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경업자 소송’과 ‘경원자 소송’, ‘이웃소송’이 문제된

다. 

2. 원산지표시 승인의 경우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서 원

고적격이 주로 문제된다. 첫째, 침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그 처분의 위

법성을 다투는 경우와 둘째, 수익처분을 신청했으나 거부처분이 이뤄진 

경우에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

로 수익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제3자가 그 수익처분의 위

법성을 다투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와 관련하여 침익처분의 상대방에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독일과 

우리나라, 프랑스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월권소송의 원고가 

침익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제에서 중요하다. 특정 지역의 원산지표시 승인을 취소한 국립원

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처분에 대하여 인접지역의 포도주 양조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였지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적격

을 부정한 꽁세유데따의 최근 판결이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수익처분을 거부당한 상대방이 그 거부처분의 위법성

을 다투는 경우이다. 원산지표시 승인을 신청한 특정 지역의 포도주 양

조자 또는 양조자조합이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또는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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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이미 받은 승인의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가 전자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승인대상 지역

을 변경하거나 표시되는 원산지명칭을 변경하거나, 생산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어

떠한 종류이든 ‘이익’으로 충분하므로, 거부처분의 상대방을 침익처분의 

상대방과 구분하여 달리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수익처분의 상대방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그 수익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수익처분이 

제3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으로는 침익처분 또는 

거부처분과 유사한 결과를 낳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지역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한 포도주 양조자들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 명성을 인정받는 원산지표

시와 혼란을 일으킬 만한 유사한 명칭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새롭게 승

인처분이 있는 경우, 기존의 승인지역 내 포도주 양조자들이 뒤에 이뤄

진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가 있다.

3. 꽁세유데따 판결

(1) ‘생-스랭 드 프래’ 판결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2011년 8월 11일의 데끄레를 통해 

‘생-스랭 드 프래’(Saint-Seurin de Prats) 지역에서 양조된 포도주에 원산

지명칭 ‘몽트라벨’(Montravel)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2014년 8월 

17일의 데끄레로써 이를 취소하였다.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데끄레의 일부이자 원산지표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범위를 정한 

조건명세서에서 생-스랭 드 프래 지역을 배제함으로써 이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이 몽트라벨이라는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도록 승인을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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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에 대하여 몽트라벨에 대한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또 다른 

지역인 ‘몽페이루’(Montpeyroux) 지역 내 포도주 양조자들은 생-스랭 드 

프래 지역에 대한 원산지표시 승인을 취소한 2014년의 데끄레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월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꽁세유데따는 2014년의 데끄레는 생-스랭 드 프래 지역과 관련

이 있을 뿐 몽페이루 지역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승인을 취소한 것이 아

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30) 몽페이루 지역 포

도주 양조자들은 자신들이 생-스랭 드 프래 지역에서도 포도주 재배 및 

양조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스랭 드 프래 지역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취소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꽁세유데따는 원고들이 생-스랭 

드 프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

유로, 계쟁 처분인 2014년 8월 17일의 데끄레를 다툴 수 있는 원고로서

의 적격을 부여하는 이익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소를 각하하

였다.131)

(2) ‘샤또 아르삭’ 판결

1993년 9월 20일 꽁세유데따가 선고한 ‘샤또 아르삭’(Château d’Arsac)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샤또 아르삭은 기존에 승인받은 원산지표

시인 ‘오-메독’(Haut-Médoc)을 더 높은 평판의 원산지표시인 ‘마

130) CE, 30 janvier 2017, n. 386557.
131) 다음은 위의 판결문 가운데 해당 원문을 발췌한 내용이다.
   “(전략) ... le décret attaqué n'a pas exclu la commune de Montpeyroux de l'aire 

géographique de l'AOC " Montravel ". S'agissant de la commune de Saint-Seurin 
des Prats, les requérants n'établissent pas qu'ils y exercent leur activité. Dès lors 
qu'ils ne justifient pas d'un intérêt leur donnant qualité pour contester le décret 
attaqué, en tant qu'il exclut cette commune de l'aire géographique en cause, les 
conclusions de leur requête sont sur ce point irrecevables.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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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Margaux)로 변경하고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

다. 이에 샤또 아르삭은 꽁세유데따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묵시적 거부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꽁세유데따는 샤또 아르삭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가 내린 묵시적 거부결정의 위법

성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하였다.132) 이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행

정청, 꽁세유데따 모두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샤또 아르삭의 원고적격은 당연히 인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례는 프랑스 행정법 역사상 꽁세유데따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

리기구로 하여금 원산지표시 승인지역을 변경하도록 한 최초의 판례이

다. 

(3) ‘꺄르 드 숌므’ 판결

프랑스 옛 ‘앙주’(Anjou) 지방, 지금의 ‘맨-에-루아르’(Maine-et-Loire) 지

역 내에는 서로 인접한 포도주 원산지 승인지역인 ‘꺄르 드 숌므’(Quarts 

de Chaume)와 ‘꼬또 뒤 레이용’(Coteaux du Layon)이 있다. 이 두 지역이 

승인받은 원산지표시의 명성을 보호하고 더 높은 명성을 차지하기 위하

여 50여 년 동안 벌인 치열한 행정법적 다툼은 프랑스 내에서도 유명한 

일화이다.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가 꼬또 뒤 레이용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승인한 원산지표시에 대해 꺄르 드 숌므 

지역 포도주 양조자들이 반발하여,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 걸쳐 월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업자 소송의 유형에 해당한

다.

꽁세유데따는 두 차례의 판결에서 모두 꺄르 드 숌므 지역 포도주 양

조자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으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농식품부 

132) CE, 20 septembre 1993, n. 1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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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데끄레를 취소하였다. 이로 인해 실무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

및품질관리기구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꼬또 뒤 레이용 지역에 대한 원

산지표시 승인을 다시 내려야만 했다.

이 판결에서 개별 포도주 양조자뿐만 아니라 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

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2005년과 2009년의 판결 모두에서 ‘승인된 

원산지표시 꺄르 드 숌므 보호조합’(Syndicat de défense de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Quarts de Chaume’)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였다.133) 

이에 대하여 꽁세유데따는 구성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

로, 상당수의 구성원과 관계되는 행정결정에 대하여도 원고적격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Ⅲ. 심사척도
1. 개설

행정소송에 있어 본안심사의 테마는 계쟁 행정작용의 위법성의 문제로 

귀착되는바,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척도가 무엇인가는 바로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문제이다.134) 행정법의 법원은 일차적으로 ‘행정에 관

한 공법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법명제의 효력근거 및 현상형태’로 정의될 

수 있고, ‘그러한 법명제의 인식근거’로서 승인되는 불문법원이 다시 그 

법명제의 효력근거로 인정되어 추가된다. 행정법에 있어 법원은 한편으

로 ‘행위규범’으로서, 공행정작용에서 행정이 갖는 권한과 의무를 부과하

133) 첫 번째 판결인 2005년 판결에서의 원고는 꺄르 드 숌므 지역 내 포도원인 도

멘느 데 보마드(Domaine des baumard)를 소유한 회사인 ‘Societe civile 
d’exploitation agricole’과 ‘승인된 원산지표시 꺄르 드 숌므 보호조합’(Syndicat 
de défense de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Quarts de Chaume’)이다. 이후 두 

번째 판결인 2009년의 판결에서는 ‘승인된 원산지표시 꺄르 드 숌므 보호조합’
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였다.

134) 박정훈, “행정법원의 임무와 역할”,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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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라 국민의 행정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설정한다. 다른 한편으

로는 ‘재판규범’으로서,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 즉 행정소송에 있어 문제

된 공행정작용이 위법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행정소송의 본안심리의 테마를 이루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곧 

행정법의 법원인 것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법원을 어떻게, 어떠한 범위에

서 인정할 것인가는 바로 사법심사의 내용적, 실질적 범위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행정법의 법원의 종류를 나누면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내법 영역에서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조례, 규칙이 있으며, 국제법 영역에서는 각종 조약과 협약, 선

언, 유럽연합법 등이 있다. 또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관습법과 판례법, 

조리가 있다.135)

2. 원산지표시 승인의 경우

(1) 성문법원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과 관련하여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으로 작용하

는 법원으로는 주로 농업법전(Code rural)과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이 원용된다. 특히 앞서 서술한 농업법전 L.641-5조와 소비

법전 L. 115-1은 원산지표시 승인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므로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외에도 행정소송법전(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이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

용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독립된 법전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프랑스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독립된 법규정과 법리를 적용하고 발전시키고 있음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법률 외에도 원산지표시를 승인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율을 담은 농식품부와 소비자부의 오르도낭스(ordonnance)와 

135) 박정훈,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10, 1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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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끄레(décret), 실무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가 제정한 

아레떼(arrêté) 등이 심사척도인 법원으로서 기능한다. 

유럽법의 차원에서는, 떼루아르의 법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국제와인기

구 선언문, 원산지와 상품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 규정한 리스본 조약, 

파리 협정 등도 법원으로 기능한다.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인해 EC조약이나 EU기능조약도 법원이 된다. 특히, 프랑스의 포도주에 

관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가 2008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로 채택됨에 따라 이에 관한 유럽공동체 규칙(1308/2013)은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 

(2) 불문법원

전술한 바와 같이 불문법원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평

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을 불문법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헌법상의 법원칙으로 보아 성문

법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그 근거

를 찾는 헌법위원회의 견해와는 달리 법의 일반원칙으로 보는 꽁세유데

따의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

만, 1998년 7월 1일 보르도 제1심 행정재판소가 ‘로베르 지로’(Robert 

Giraud) 판결에서 법의 일반원칙을 원용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동 행정

재판소는 해당 판결에서 “‘포도주 시음 위원회’의 시음 방법이 평등원칙

을 위반하였으므로 ‘쌩떼밀리옹 그랑 크뤼’ 등급을 정한 국립원산지표시

및품질관리기구의 아레떼는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136)

136) Jean-Marc Bahans․Michel Menjucq, 앞의 책, 2010, 1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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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사강도
1. 개설

행정소송이란 선재하는 행정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상 그 행정의 결정을 어느 정도로 심사할 수 있는가의 문

제가 제기된다. 사실인정, 불확정개념의 포섭, 법률효과의 결정과 선택에 

관한 재량 등이 그것이다.137) 다시 말해, 사법권과 행정권의 관계, 구체

적으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결부된 전면적 사법심사의 필요성 및 당

위성을 전제로 하여 행정청에게 공익실현의 책임과 행정의 전문성에 의

거하여 어느 정도로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것은 문제된 

행정영역 및 사익과 공익의 개별․구체적 상황에 따라 같을 수 없으므로 

심사강도는 획일적으로 정해질 수 없다.138)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문제된 

사안 또는 사안 유형에 따라 심사강도를 적정하게 조절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을 조정하고 행정권과 사법권과의 기능적 권력분립을 올바로 구현할 

수 있다.

2. 원산지표시 승인의 경우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행정소송 역시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

관리기구의 결정과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에 대해 행정재판소가 사후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심사강도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행

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와 농식품부 장관의 전문성과 독립

성이 매우 강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도 꽁세유데

따의 판결을 두고 심사강도와 권력분립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

다. 행정소송은 주로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데끄레에 대하여 

137)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06면 참조.

138) 박정훈, “행정법원의 임무와 역할”,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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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소에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뤄진다. 여기서 본안판단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데, 적법성 심사를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 것이냐가 바로 심사강도의 문제

에 해당한다. 여기서 원산지표시 승인의 특수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포

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까다롭고 복잡하며 때로는 법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다.139) 

원산지표시를 승인하는 데끄레에 관한 행정재판소들의 판결들 가운데 

행정과 사법의 권한분배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대표적인 판결로는 ‘마

고’(Margaux) 판결과 ‘샹파뉴’(Champagne) 판결이 있다. 꽁세유데따는 판

결을 통해 ‘마고’(Margaux)와 ‘샹파뉴’(Champagne)라는 원산지표시 승인 

대상지역의 지리적 범위를 각각 변경하였다. 이는 행정청인 국립원산지

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권한과 최고 행정재판소인 꽁세유데따의 권한이 

충돌한 것으로서, 꽁세유데따의 심사강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140) 

이하에서는 각각의 판결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3. 꽁세유데따 판결

(1) ‘샤또 아르삭’ 판결

프랑스 보르도 지역 가운데 ‘마고’(Margaux)라는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

은 지역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가진 적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마고 승인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샤토 아르삭’(Château 

d'Arsac)은 1990년대에 들어 마고가 아닌 ‘오-메독’(Haut-Médoc)이라는 원

산지표시 지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승인결정을 받게 된다. 이에 

불복한 샤토 아르삭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포도원을 마고 지역에 다시 포

139)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73면 참조.
140) Olivier Dupéron, 위의 논문, 2014, 176~1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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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

관리기구는 이러한 원산지표시 승인 변경신청을 묵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에 또다시 불복한 샤또 아르삭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묵

시적 거부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월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오-메독’ 지역보다 ‘마고’ 지

역이 더 우수한 품질의 포도주를 생산해 낸다는 명성이 오랫동안 확립되

어 있었다. 또한 마고라는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의 지리적 범위

가 오-메독의 범위보다 더 좁아서, 마고라는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는 것

이 훨씬 까다롭고 희소성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양조된 포도주의 가격도 마고라는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가 오-메독이라

고 표시한 경우보다 당연히 더 고가에 팔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꽁세유데따는 1993년의 판결을 통해 “국립원산지표시

및품질관리기구의 묵시적 거부는 ‘평가의 명백한 하자’(la erreur manifeste 

d’appréciation)를 구성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국립원산지표시및

품질관리기구에 이행강제금(la astreinte)을 부과하여, 마고라는 원산지의 

특징에 부합하는 승인대상 지역을 다시 설정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꽁세유데따가 이 지역의 범위를 결코 직접 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무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꽁세유데따는 마고라는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승인지역의 변경을 초래하였다. 실제로 국립원

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가 꽁세유데따의 판결에 따라 재처분한 결과로

서, 샤토 아르삭은 기존에 사용하던 오-메독이라는 원산지표시 대신 마

고라는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의 사진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재처분의 결과는 샤토 아르삭이 생산한 포도주 빈티지에서도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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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분 결과 변경된 원산지표시>

이 판결의 논쟁 과정에서 샤또 아르삭은 자신들이 소유한 포도원의 떼

루아르가 마고 지역의 떼루아르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

여 공공시설법인인 ‘국립지질광업연구원’(BRGM, Bureau de recherches 

géologiques et minières)에 자비로 조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조사 결과, 

국립지질광업연구원은 샤또 아르삭의 토양과 하층토의 지질학적 구성, 

경사, 방향, 일조 등의 특징이 원산지 마고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결론 내

렸다. 꽁세유데따 역시 판결 이유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의 하나

로 인용하고 있다. 이 판결은 개별 포도원이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

기구의 결정을 뒤집고 원산지표시를 재승인 받은 유일한 판결로 남아 있

으며, 샤또 아르삭은 이를 홍보에 톡톡히 이용하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

다.

<샤또 아르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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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샹파뉴’ 판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발포성 포도주 생산지인 ‘샹파뉴’(Champagne)의 

원산지표시 승인대상 지역의 획정과 관련하여서도 꽁세유데따는 유사한 

취지로 판결하며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꽁세유데따는 판결에서 승인대상 지역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국립원산지

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결정에 ‘사실인정의 오류’(la erreur de fait)가 있다

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서도 꽁세유데따는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

기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면서

도 직접 사실인정을 새로이 하거나, 승인대상 지역의 경계를 직접 변경

하지는 않았다.141)

(3) ‘샤또 마르키 드 떼름’ 판결

앞서 살펴 본 샤또 아르삭 판결과 샹파뉴 판결 이후에도 꽁세유데따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법적 지위와 균형에 관한 논쟁은 2009

년 12월 30일 ‘샤또 마르키 드 떼름’(Château Marquis de Terme) 판결을 

통해 재점화되었다. 우선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소개하면, 프랑스 보

르도 지역 내의 샤또 마르키 드 떼름을 운영하는 포도주 양조자들은 자

신들의 포도원이 ‘마고’(Margaux)라는 원산지표시 승인지역에서 배제되

자, 마고의 지리적 범위를 정한 2007년 10월 1일 데끄레의 취소를 구하

였다.

이에 대하여 꽁세유데따는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가 계쟁 데끄

레를 정함에 있어 평가의 명백한 하자(la erreur manifeste d’appréciation)를 

범했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떼루아르와 포도주 품질 등을 평가하는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내 전문가들의 작업이 잘못됐음을 그 근

거로 들었다. 꽁세유데따는 판결에서 떼루아르의 평가와 관련된 자연적, 

141) CE, 10 février 1995, n. 13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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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역사적, 인간적 요인들과 전문가들이 사용한 방법에 관하여 하나

하나 세심하게 심사하였다고 평가된다.

(4) 평가

프랑스 내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판례들을 둘러싸고, 원산지표시 승인

지역을 설정할 권한이 꽁세유데따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가운

데 어느 기관에 있는가라는 점에 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

다. 우선 도미니크 데니스(Dominique Denis)는 샤토 아르삭 판결에 대하

여 꽁세유데따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활동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심의나 제안채택에 있어서 사실상 이를 대체한다고 

평가했다. 또 꽁세유데따가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기준인 ‘평가의 명

백한 하자’에 대하여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머리 위에는 항상 

‘다모클레스의 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평가의 명백한 하자라

는 개념은 꽁세유데따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

기구를 검열하고 나아가 사실의 재판관으로 자처하는 것을 허용할 정도

로 충분히 유연하고 모호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하였다.142)

그러나 캐롤린 르 고픽(Caroline Le Goffic)은 프랑스, EU 및 미국 내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해서 쓴 2009년 12월 학술 논문에서 법원의 권

한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틀 속에 있는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

하였다. 특히 법원은 자신들이 지정한 전문가의 심사만으로는 국립원산

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심사를 대체하여 원산지표시 승인에 대한 새로

운 제안을 만들 수가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설명하였다. 캐롤린 르 고

픽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들에 의하여 이뤄지는 전문감정이 데끄레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원

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재처분 의무를 선고할 수 있을 뿐이라며 도미

니크 데니스와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143) 

142)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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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도르 지오르고플로스(Théodore Georgopoulos)는 문제가 되는 승인

대상 지역들의 물리적 특징에 대하여 법원이 철저한 심사를 실행하였다

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평가의 명백한 하자에 대한 탐구는 원산지표시 

승인의 지리적 경계 획정의 조건에 관한 매우 정밀한 심사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반면, 프랑수아 로브(François Robbe)는 꽁세유데따가 효율적 통

제에 알맞은 방법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사법심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판결들은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

기구의 절대적인 권한을 보여주며, 꽁세유데따는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

관리기구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 기준들을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팔레 루아얄’(le palais royal)의 판사들144)이 기존의 전

문가들을 대신하여 새롭게 전문감정을 실행하지 못하며, 사법심사는 국

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에 의하여 이미 내려진 분류결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꽁세

유데따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심사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145) 

143) Olivier Dupéron, 앞의 논문, 2014, 85면 참조.
144) ‘팔레 루아얄’(le palais royal)은 꽁세유데따가 위치한 곳으로서, ‘팔레 루아얄

의 판사들’이란 꽁세유데따의 재판관들을 가리킨다.
145) Théodore Georgopoulos, 앞의 논문, 2014, 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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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1절 국내법상 술 품질인증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Ⅰ.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규모 및 현황
2014년 세계주류시장가치는 판매액 기준으로 1,315조 1,554억 원이며 

시장가치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209조 원), 그 다음은 중국(199조 원)이

다. 프랑스와 일본이 각각 64조원과 60조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는 16조 3,282억 원으로 전 세계 주류시장 가치의 1.24%를 차지하

고 있다.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세계 주류시장 규모는 중국이 687억 리

터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이 202억 리터, 일본이 80억 리터, 

프랑스 50억 리터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32억 리터 정도로 세계 16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8%를 기

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46)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 규모

에 비하여 질적 측면에서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저가 맥주와 화학

적으로 만든 희석식 소주가 우리 술 시장의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주는 전체 생산량의 0.5%밖

에 되지 않는다. 세계 주류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 생

산과 수출을 통하여 농가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주류산업은 일제강점

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전통 술 문화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주류정책

이 조세징수와 세원관리, 식민지 수탈의 수단으로 집중되면서 생긴 문제

이다. 이로 인하여 저가의 술은 모두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차지하고 있

으며, 고가의 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146) 고가영, “세계 주류 시장동향 및 소비현황 분석”, 『보건산업브리프』 제187집, 
1~12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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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은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한․미, 2015년에는 한․EU(28개국), 

한․중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이처럼 주류 수출이 활발한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순차적으로 발효되어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

가 폐지되면서 국내 주류산업의 유통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자유무역협

정 체결 이전에는 수입주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주류가 상

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고가에 수입되던 주류의 가격이 낮아지고 품질 좋은 포도주, 위스키 등

이 저가에 수입되기 시작한 것이다.147) 반면, 우리나라는 주류산업에 대

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지원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품목별 수출입실적'148)에 따르면, 발효주․맥주․

포도주․증류주․주정 등 거의 모든 주류의 무역수지가 최근 5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적자 폭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Ⅱ. 술 품질인증 제도의 도입경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술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생산시설과 조건의 규율 등 

주류행정 일반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독립된 법제로 편제되지 못하고 주

세법의 일부분으로 포섭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당 행

정청인 국세청은 주류행정 일반의 문제나 주류 지원정책 등에 관심을 쏟

을 여력도, 관심을 기울일 요인도 없으며 세법 관련 학회에서도 주류행

정에 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체계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주류면허와 주류산업

147) 이동필, “전통 우리술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식품산업과 영양』 제11
집 제2호, 1~9면,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6, 2~5면 참조.

148) 관세청 ‘품목별 수출입실적’ 통계자료(2013~2017년)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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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및 육성, 위생 및 품질관리 등이 각각 다른 행정청의 업무로 분

산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주류행정 업무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각 행정

청 사이에 업무를 떠넘기는 식의 관행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이 초래되

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류면허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이, 전통주에 

대한 진흥과 육성은 농림축산식품부, 주류위생과 관련된 사항은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주류품질에 관한 규제나 인증 제도를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국세청은 2009년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

시」(국세청고시 제 2009-16호, 2009.5.25.)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술 품질인

증제를 시행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 가운데 우수한 품질의 

전통술에 대하여 국세청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시행 첫 해인 2009년에는 약주 190

개 업체, 과실주 142개 업체로부터 품질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과실

주 43개 제품, 약주 41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였다

(2009.10.28. 기준). 국세청은 이듬해인 2010년에는 탁주와 청주로 주류품

질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2011년에는 모든 주류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

웠다. 이와 함께 전통술 품질등급관리 선진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 술에 맞는 ‘4단계 전

통술 품질인증등급 제도’를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지

역별로 전통있는 주류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

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009년 5월 4일 배포하였다.149)

149) “국세청, ‘주류품질인증제’ 금년부터 시행”, 국세청 보도자료, 2009.05.04. 
(http://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o
p_code=&sub_code=&page=91&sleft_code=&ciphertext=&type=L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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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9년 8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술산업 경쟁

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국세청이 시행중인 ‘주류품평회’와 ‘주류품질인

증제’를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라 국세청의 

이러한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2010년 2월 4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술 품질인증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

련하였으며 이 제도는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인증)

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표시방법․인증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 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탁주(막걸

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을 품질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

하였다. 2010년 10월 11일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장이 술 품질인증의 본격 시행을 위하여 「술 품질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2010.10.11.),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 실

시 요령」(2011.1.1.), 「술 품질인증 기준」(2011.1.1)을 제정 고시하였다. 

한국식품연구원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주류 생산업체로부터 술 품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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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술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술 품

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1년 2월 11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을 제정 고시

하여 시행하였다.150) 이후 품질인증 대상 주류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의 총 7가지 종류

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술 품질인증 마크는 ‘가’형과 ‘나’형의 두 가지 종류가 있

다. 우선 ‘가’형은 술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될 수 있으며 

‘나’형은 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누룩 제조에 사용된 농

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부여되는 마크이다. 또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가’형은 녹색, ‘나’형은 금색으로 표시하여 색깔로 구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술 품질인증을 받게 되면 부여되는 인증번호를 인증마크 바

로 아래에 가로 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인증번호는 

“(국가지정 - 가 - XX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술 품질인증마크의 분류>

그러나 술 품질인증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류의 성장

을 이끌고 있는 주류는 저가의 맥주와 희석식 소주이며 술 소비자들은 

150) 한국식품연구원(KFRI) 홈페이지

(http://www.kfri.re.kr/cntntsService.do?menuId=MNU_00000000000003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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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매출액 기준 9조 1,27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맥주가 

4조 3,285억 원으로 47.4%, 희석식 소주가 3조 7,708억 원으로 40%를 차

지한다. 이 둘을 합치면 전체 주류시장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는 전체 주류시장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불과 6.7%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주세법」상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민속주, 지역특산주)의 매출액은 2014년 467억 원으로 우

리나라 전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술 품질인증 대상이 되는 7개 주종의 총 출고 금액은 2014년 기준으로 

7,260억 원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주류시장의 약 9.7%에 불과하다. 품질

인증 대상 주류별로는 탁주가 4,79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과실주가 1,211

억 원, 약주가 727억 원 순으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술 품질인

증 대상 주류만 놓고 보면 탁주가 전체 품질인증 대상 주류의 66%로 가

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과실주가 16.7%, 약주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

다.

이처럼 술 품질인증 대상 주류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이유로는 전통 주

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 표시제도에 의한 차별적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다.151) 이는 외국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례

로, 본고의 연구대상인 프랑스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지역명칭 통제, 

포도품종 통제, 포도수확량 통제, 포도재배법 통제, 포도주 양조법 통제, 

숙성방법 통제, 첨가물 통제 등 구체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 일본의 ‘사

케 원산지 승인’(Sake's Origin Control) 제도나 이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

의 ‘전통 사케 원산지 승인’(Traditional Sake's Origin Control) 제도 역시 

전통적인 지역명칭 통제, 승인지역 내 쌀에 관한 통제, 승인지역 내 물에 

관한 통제, 첨가물 통제, 양조나 저장방법의 통제, 효소제에 의한 당화 

금지, 액화빚음 금지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장 

151) 이동필, 앞의 논문, 2006,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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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술 품질인증 등급에 해당하는 ‘나’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

지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것’이라는 단 하나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충분

하다. 게다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NAQS,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은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프랑스의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

리기구(INAO, 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를 모방한 것으

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담당 업무가 주로 농․식료품에 치중되어 있다. 

그나마도 외국의 제도들을 베껴 통일성 없이 종류만 많은 인증제도의 운

영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2절 주류행정의 독립성 확보 및 품질인증 제도 개선방향
우리나라 성인 1명당 마시는 술의 양은 5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

났다. 2017년 6월 25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류출고량(수

입분 포함, 주정 제외)은 지난 1966년 73만 7,000㎘에서 2015년 375만 

7,000㎘로 5.1배 증가했다. 성인 1명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술 소비량은 

50년 사이에 53.5ℓ에서 91.8ℓ로 1.7배가 된 셈이다.152) 1인당 주류소비

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인당 술 소비량도 많은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

간 알코올 소비량은 2010년 기준으로 6.2ℓ인데, 우리나라는 2배에 달하

는 12.3ℓ이다. 국민 1인당 한 달 평균 1ℓ가량을 마시는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술 소비량이 많아 건강상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거나 ‘사회

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술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152) “국내 성인 1인당 술 소비량 50년새 2배 가까이 늘어…국민 주류는 ‘맥주’”, 
2017.06.25. 기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5/2017062500784.html?rsMobile=f
alse#csidx859c3e723892d389ef7f10858e580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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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술은 중요한 기호식품으로서 각 직장에서, 학교

에서, 가정에서 이미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술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능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때문에 단순히 술 소비를 줄

이자는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성 

없는 주장보다는 이왕 마실 술이라면 ‘더 좋은 술’을 ‘적절한 방법으로’ 

마시는 것이 국민 건강과 복리,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을 높이는 데 더 

유효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된 지적사항 중 하나는 바로 ‘프랑스의 포도주와 같이 차별화된 품

질의 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나 수요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있겠느

냐’라는 점이었다. 주류행정 제도, 특히 주류의 원산지와 품질인증 제도

의 체계화에 대하여 ‘규제는 번거롭고 주류의 가격 상승만 초래할 것’이

라는 우려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우리의 술 소비 패턴은 최근 

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우리나라 술 소비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종은 여전히 저렴한 공산품으로서의 맥주와 희석식 

소주이기는 하지만, 최근 소규모 양조장에 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별로 소규모 맥주 양조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이

름을 딴 고유한 특성을 지닌 수제 맥주의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1병당 3천 원 내외의 공산품으로서의 맥주가 아니라 

1잔에 7-8천 원 내외, 비싸게는 1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을 지불하더라

도 양조장별로 고유한 맛과 특징을 지닌 수제맥주를 찾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각 지역별로 전통 소주나 막걸리, 과실주를 되살리기 위

한 노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였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제공되었던 전통 소

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사실을 통해서도 이러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소비 패턴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아직 담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술의 원산지와 재

료, 양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려는 통일성 있는 술 품질인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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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술 양조자들에게는 차별화된 술을 생산할 동기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술 선택과 소비의 즐거움을, 더 나아가 보다 

건강하게 술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류행정이 앞으

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지금처럼 외국 제도를 우리 법제로 

단순히 ‘베끼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술 품질인증 제도가 성공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만의 법제를 만들기 위하여 비교법적인 고찰이 

필수적이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각 나라별로 일반 행정법제나 법리가 다

를 뿐 아니라 술의 제조방식이나 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

소, 양조 문화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프랑스 포도주의 특징이 우

리나라의 막걸리나 과실주와 다르고, 일본의 사케가 우리의 청주와는 다

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포도주 법제가 포도주의 가장 큰 특징인 떼루

아르 개념을 법개념으로 정립시키는 데에서 출발한 것처럼, 술에 관한 

품질인증 제도는 규율 대상인 술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야 실

효성이 있다. 그렇지 못한 법제로는 독일의 맥주순수령의 사례와 같이 

술 품질인증 제도나 규제에 대하여 술 양조자나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려

울 것이다.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등을 맺을 때에도 협상 대상국에

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곧 술 품질인증 제도

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지금처럼 현실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법 문언’로서 존재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를 내포한다.

우리 술과 술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우리만의,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법제의 수립이 시

급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 홍보와 주류산업 관계자, 소비자들의 

협조 또한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통일적 정책 

수립과 집행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행정기구나 조직의 재정비이다. 

지금과 같이 국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여러 기

관에서 업무를 나누는 방식으로는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법제의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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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하여 해외에서 막걸리를 직접 빚어 마시는 외국인들이 선

풍적 인기를 끌기도 한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전통 술의 세계화

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안타까운 부

분은 첫째로는, 우리 전통술에 대한 이러한 인기가 주류산업의 생산력 

증대나 고부가가치 창출로 전혀 이어지지 못하는 데에 주류행정법제의 

미비가 한 몫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일본이 과거 우리의 ‘김치’

를 ‘기무치’라고 상표등록을 하여 국제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둔 것과 같

이 ‘막걸리’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막걸리는 ‘한국의 전통 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국내외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우리 술’이라

는 전통문화의 영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단순히 홍보나 교육과 같

은 ‘소프트한’ 방식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표

준화된 법이나 제도, 우리 국내법의 특수성이 잘 버무려진 법과 제도라

는 ‘하드웨어’가 밑받침이 될 때에만 우리 술에 담긴 문화와 전통, 여기

에 녹아 있는 ‘혼’을 되살려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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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19세기 후반 미국산 포도나무에 기생하는 진드기의 일종인 ‘필록세

라’(Phylloxera)의 창궐로 인하여 유럽 전역의 포도밭이 황폐화되고 가짜 

포도주가 기승을 부렸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포도주를 영국으로 수

입하기 위하여 영국 해군이 강한 군사력을 키웠다’는 말이 전해내려 올 

만큼 포도주의 품질로 대변되던 프랑스 국민들의 자긍심은 무너졌고, 국

민들의 건강과 공공복리는 땅에 떨어졌다.

절체절명의 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포도주의 원산지를 관리하고 품

질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 정부는 강력한 행정권의 발동을 통하

여 직접 포도주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물로서 탄생한 제도가 바

로 포도주에 관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이다. 위기에 빠진 포도주 산업

을 현재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부흥시키고, 각 지역의 고유한 

양조문화와 미식문화, 더 나아가 국가적 자긍심을 되살린 것은 다름 아

닌 ‘포도주 행정법제’라고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핵심개념은 원산지의 지리적․인문학

적 특성의 총체인 ‘떼루아르’와 포도주 품질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다. 

이는 프랑스 행정법에 특유한 떼루아르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키는 토대

가 되었다. 원산지의 토양, 지질, 기후, 생물학적 다양성, 지리학적 특성 

등 환경적 요인과 포도주 양조자들의 관습, 양조기술, 문화와 철학, 역사 

등 인문학적 요인을 아우르는 개념인 떼루아르는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

의 정수이다. 그 개념의 중요성만큼이나 다의성을 갖는 떼루아르 개념과 

법리에 대하여는 프랑스 법학계 내에서도 학설상 논의가 풍부하게 이뤄

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법 내에서도 확고한 법개념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포도주 양조자들이 원산지표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소비법전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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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의 규정에 따라 1) 포도주의 품질과 떼루아르의 관련성 2) 원산지의 

확립된 명성 3) 포도품종․수확량․재배방법․최소 알코올 도수․양조방

법 등의 통제된 생산조건 4) 지역 양조조합이 작성한 조건명세서의 네 

가지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체적 요건을 갖춘 양조자들은 농업

법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립원산지및품질기구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국립원산지및품질기구는 이를 심사한 뒤 농식품부 장

관에 승인 또는 거부를 제안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 제안을 변경할 수 

없으며 오로지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을 뿐이며, 승인된 제안은 데끄레

의 형식으로 발령되고 공포된다.

이러한 원산지표시 승인 행위는 꽁세유데따의 판례에 따르면 데끄레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행정입법’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승인

에 대한 신청을 거부하거나 기존의 승인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포도주 양조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승인은 ‘기속행위’이

다. 따라서 국립원산지및품질기구 또는 농식품부 장관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포도주 양조자라면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승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양조자의 수를 행정청이 정책필

요에 의하여 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산지표시 승인을 받은 양조업자들은 생산된 포도주에 원산지를 표기

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집단적인 권리를 얻게 된다. 이러한 권리는 소유

권의 객체가 아니며,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양조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표권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프랑스 법학계의 통설

이다. 또한 승인받은 지역 내 양조자들은 도시계획의 사전 의견청취 과

정에서 자신들의 떼루아르를 보호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받는다. 양조자들은 승인의 효과로서 배타적, 집단적 권리를 얻지

만, 이 권리를 토지사용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할 수는 없다. 원산지

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사용권과 분리될 때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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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떼루아르의 중요성 때문에 원산지표시 승인에 관한 월권소

송은 승인대상 지역이 원산지표시에 상응하는 떼루아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행정청이 적법하게 심사했는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주를 이

룬다. 소송의 내용은 크게 승인대상 지역의 지리적 경계를 획정하는 문

제와 표시되는 원산지의 명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나

뉜다.

소송요건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꽁

세유데따는 데끄레의 형식으로 이루지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행위는 개

별행위가 아니라 법규제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일관되게 판시한

다. 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제안만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예비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월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

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제안에 해당하는 결정이라고 하더라

도 승인대상 지역의 변경을 거부하는 결정은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승인을 취소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결정, 

또는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의 직접 상대방에게는 원고적격이 폭넓게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익처분의 상대방과 상반되는 이해관계

를 갖는 제3자가 그 수익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이다. 원산

지표시 승인대상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승인받지 못한 포도주 양조자들

이나, 먼저 승인이 이뤄진 원산지표시와 유사한 명칭의 승인이 인접지역

에서 나중에 이뤄진 경우에 기존의 승인지역 내 포도주 양조자들에게 원

고적격이 인정되었다.

심사척도로는 농업법전, 소비법전, 행정소송법전 등의 법률과 농식품부 

및 소비자부의 오르도낭스, 데끄레, 아레떼 등이 성문법원으로 인정된다. 

유럽법의 차원에서는 국제와인기구 선언문, 리스본 조약, 파리 협정, EC

조약, EU기능조약 등도 법원이 된다. 또 관습법, 판례법, 조리, 법의 일

반원칙 또한 불문법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과 관련하여 심사강도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포도주 원산지에 대한 심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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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꽁세유데따는 행정행위에 명백한 평가의 하자 또는 사실

인정의 오류가 있을 경우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의 결정을 취소

하는 판결을 한다. 그러나 원산지표시를 심사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

성 때문에 재처분의 내용을 직접 판결에 명시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

하여 행정청인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 및 농식품부 장관과 사법

기관인 꽁세유데따 사이의 권한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꾸준

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등장하면서 프랑스의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유럽

법 차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일부 회원국은 원산지표시 보호 제

도가 회원국 간 상품의 자유 이동에 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

기하였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공공이익 우선의 원칙’에 의해 원산지표

시 보호 제도가 정당화된다고 판시하며, 과거 독일의 맥주순수령을 폐지

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독일 맥주순수령과 프랑스의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가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원산지

표시 승인 제도를 통해 떼루아르의 특성이 포도주의 품질, 더 나아가 소

비자 보호와 직결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포도주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

리나라의 주류행정을 주세의 문제로부터 분리하여 주류의 품질제고 및 

국민의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세’와 ‘행

정’은 각각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능, 법원(法源)과 규제원리 등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프랑스를 비롯해 다른 유럽국가들의 

경우처럼 이를 농수산품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민에게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과 복지, 

행복추구권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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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어
주류행정은 단순히 주세 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주

류산업 규제,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관되

어 있다. 더 나아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양곡과 과실의 수급 조절, 농업

정책과의 조화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보

호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종합행정’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만

큼 주류행정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소규모 양조장이 늘어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품질의 차별화

된 술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전통

주를 비롯한 다양한 주류산업의 지원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일정

한 생산조건만 충족하면 주류제조 면허를 발급하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차별화된 술을 만들 요인이 많지 않다. 양조자는 차별화된 술을 제조한

다고 하여도 이를 소비자에게 증명해 보일 방법이 없으며, 소비자 또한 

술의 품질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화

하는 현실을 행정법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괴리를 해결하고 주류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류행

정과 주세행정의 문제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수 확대의 관점에 

국한된 접근 방식은 술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행복추구권을 보

장하기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더 나아가 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나 

품질인증 제도의 미비는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하는 데에

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주류행정과 주세행정의 이원화는 앞서 주요 선진

국들의 입법례에서도 살펴봤듯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

다.

주세와 주류행정을 분리하는 이원적 법제를 택하게 되면 담당 행정청

도 지금과는 달라져야할 것이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국세청이 주세와 

주류행정의 문제를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성 결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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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2000년대에 들어서 국세

청이 주세와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를 담당하는 한편, 주류의 안전성 문

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주류의 원산지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

가 이관되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업무범위에 혼선만 초래되어 서로 업

무를 미루고 있는 형국이며 주류행정은 통일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

다. 따라서 프랑스 방식과 같이 주류와 다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업

무를 모두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도록 하거나, 혹은 주류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행정청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통일성 있는 주류행정 법

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프랑스 포도주의 맛은 법의 맛”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프랑

스 포도주의 세계적인 명성은 발전된 주류행정 법제, 특히 원산지표시에 

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서 나온다. 프랑스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가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이유는 법을 통한 규제뿐 아니라, 

떼루아르와 포도주 품질 사이의 연관성이 끊임없이 검증되어 왔기 때문

이다. 풍부하게 이뤄지고 있는 떼루아르에 대한 과학적․경제적․사회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규제 대상자인 포도주 양조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상품의 자유이동에 

반하는 상당수의 규제적 조치들이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포도주 행정법제는 살아남아 오히려 유럽연합 규칙의 기초가 되는 쾌거

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인류문명 발전의 원동력이자 창의력의 원천인 술

을 더욱 건강하게 마시고 품격 있게 즐기기 위하여 ‘인류의 보편적 지혜

로서의 행정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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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étude sur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AO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Cheon, Hyojeong
Faculté de droit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Le monde du vin est construit siècle après siècle, génération après 

génération et qui vit intensément le temps présent en France. La qualité 

d’un vin n’est pas seulement due à la nature de son cépage, mais aussi au 

sol et au terroir où il est produit. Les contingences géologiques ou 

climatiques, les traditions propres aux modes d'élaboration ont, depuis 

toujours, été considérées comme les critères d’excellence sur lesquels devait 

se fonder la réputation des grands crus qui ont donné aux vins français une 

position d’exception chez les amateurs du monde entier. La ville et son 

vignoble portent la trace d’une histoire mouvementée et riche, constamment 

marquée par de nombreuses influences étrangères. Les consommateurs de vin 

cherchent et trouvent dans chacune de leurs bouteilles, l’histoire d’un terroir, 

d’une famille et le plaisir des sens.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AOC) s’intègre pleinement dans cette 

approche culturelle et sociale des produits du terroir. L’appellation d’origine 

correspond à la dénomination d’un pays, d’une région ou d’une local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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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ant à désigner un produit qui en est originaire et don't la qualité ou les 

caractères sont dus au milieu géographique, comprenant des facteurs naturels 

et des facteurs humains. Le contrôle de l’appellation d’origine doit garantir 

le respect de la typicité du produit, le lien avec le terroir. Il se veut gage 

d’identification, de sécurité et de qualité, pour le consommateur notamment.

La reconnaissance d'une AOC nécessite l'adoption d'un décret sur 

proposition de l'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INAO), 

établissement public administratif rattaché au Ministère de l'Agriculture. La 

proposition comporte la délimitation de l'aire d'appellation d'origine, les 

conditions de production et les conditions d'agrément de láppellation. Les 

ministres rejettent ou adoptent tel quel le décret proposé par l'INAO, sans 

pouvoir le modifier.

Concernant cette procédure, le juge administratif peut être saisi de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contre les décrets de reconnaissance d'AOC. Le juge 

administratif annule le décret illégal par le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ainsi le arrêté par le directeur de l'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 Par conséquent, la question de la répartition des 

rôles entre l’autorité administrative et le juge est survenu. Ensuite donc, les 

éléments constitutifs d’une AOC sont soumis au contrôle du juge, ce qui 

traduit une certaine judiciarisation du terroir.

Cette réglementation nationale française qui va peu à peu s’étendre à toute 

l’Europe et ainsi modéliser une grande partie de la production mondiale 

aujourd'hui. C’est donc un cas d’extension géographique d’une 

réglementation, au départ essentiellement nationale, à une zone beaucoup 

plus large, en raison d’une intégration politique et institutionnelle. 

L'étude sur le rôle que joue la théorie juridique française des appellations 

d'origines contrôlées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peut fournir quelque 

perspectives utiles au régime coréen à propos de l’administration sur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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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ssons alcooliques, de la santé publique, du plu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et de l'action administrative pour le contrôle de la légalité.

Mots-clés : le vin, le terroir,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AOC),       

              l'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INAO), 

            le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Numéro d'étudiant : 2014-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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