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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퍼

트남(Robert D. Putnam)의 양면 게임 이론(Two-Level Game Theory)

을 활용하여 1984-86년 진행된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의 진행 과정을 분

석함으로써 협상 전략의 결정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통상법 301조

조사 개시 후 진행된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전두환 정부는 레이건 행정부

에 대해 연성 협상 전략을 취했는데, 이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 양자

로부터 영향 받은 결과다. 개별 국가는 통상 협상에서 강성 협상 전략,

원칙 협상 전략, 연성 협상 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 가능한 전략

의 유형은 국가 간 상대적 힘의 크기에 의하여 제한된다. 한미 지적재산

권 협상의 사례에서 한국 정부는 강대국 미국 정부에 대하여 강성 협상

전략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원칙 협상 전략 또는 연성 협상 전략

중에서 택일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연성 협상 전략이 선택된 이유는

이익집단의 선호와 대응행동, 협상 기구의 조정 능력, 관료의 경제 이념

이라는 국내 정치 차원의 요인과 레이건 행정부의 상승적 연계 전략이라

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상호 작용에 기인한다.

국내 이익집단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마

련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강

력한 정책 연합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궐

기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자 노력했지만

이는 일(一)방향적이었고 이들이 정부의 협상 전략이나 통상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통상 협상 기구의 효과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나, 본문에서 중

요하게 다루는 협상 기구의 조정 능력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단일 협

상 기구의 부재로 의견 취합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처

인 외무부와 상공부 간 알력 다툼이 존재했다. 경제기획원 산하 해외협

력위원회가 유관 부처 간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해외협력위원회는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정책 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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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각 부처에 이를 설득시키려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부처 간 협의 하

에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물질특허, 저작권,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한편, 협상 과정에서 레이건 행정부가 지적재산권 협상과 일반특혜관

세제도를 연계한 것 역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반특혜관세 혜택 연장에 강한 정책적 선호를 갖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대

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협박하는 상승적 연계 전략을 구사했다. 이

에 더하여 한국의 조기 · 일괄 타결 방침 역시 미국 정부에 알려져 한국

정부에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미국 정부는 최종 타결 시한을 앞두

고 사전에 논의된 바 없었던 소프트웨어 소급 보호를 요구 사항에 추가

하여 이를 타결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전두환 정부가 집권을 시작하며 그와 함께 부상한 신자유

주의 세력은 지적재산권 협상 타결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기획원과 개발연구원으로부터 미국 유학파 출신의 개방론

자들을 등용했는데, 이들에게 지적재산권 보호는 장기적으로 달성해야할

정책 과제였다. 국내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은 한 ·

미 지적재산권 협상이 타결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했다.

주요어 : 한미 지적재산권협상, 지적재산권, 협상전략, 미국통상정책,

양면게임

학 번 : 2017-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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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통상 협상에서 정부의 전략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외교 정책 결정 과

정에서 국내 정치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나(Jensen,

1982; Putnam, 1988) 한국 정부가 대외 협상에서 공세적인 강성협상전략

또는 수세적인 연성협상전략을 결정하게 되는 이면의 국내 정치적 동학

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 연구는 1984-86년 한미 지적

재산권 양자 협상의 결과를 국내 이익집단의 이해, 정부 공식 협상 기구

의 조정 능력, 관료의 경제 이념이라는 한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과 레이

건 행정부의 협상 전략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국내 선호 변화라는 한미

양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한다. 이 시기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세계화 시대에 중요성이

증대되는 지적재산권을 두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적 이해

(interests)가 충돌하는 실례다. 둘째, 미국 정부는 1994년 지적재산권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채택하는데, 이

때 86년 체결된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을 모델로 삼는다(Lawrence et al,

2006). 셋째, 80년대 발전국가로서의 한국이 국익과 직결하는 주요 통상

협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협상의 결과 한국 정부는 1986년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

고, 1987년에는 저작권법과 특허법 개정을 단행하는 한편, ‘세계저작권협

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및 제네바 협약이라 일컬어

지는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에 가입하는 등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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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 국내

이익집단의 요구와 관련 부처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정부가 우선순위로 고려한 소프트웨어 부문을 들 수 있다. 협상이

진행되었던 80년대 중후반에는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포함시켜야 하

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내적

으로도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속한 발전 속

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

술처 및 특허청과 같은 관계 부처의 반대가 꾸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협상 결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별도 제정됨으로써 소프트웨어는

저작권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요구가

수용되었다(권순국, 1998). 기존 이론은 외교적 협상 결과를 분석하는 데

국가 간 힘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국제 체계 수준의 요

인을 강조하는 이론으로는 당시 동시에 진행되던 다양한 협상 중 한국

정부가 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특히 더 수세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게

되었는지 그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1)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 양보를 결정하는 데 정부의 공식적인 협상 기구는

정부 내 다양한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였는가? 국내 이익집

단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고 이들의 견해는 어떤 공식 ·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표출되었는가? 미국 정부가 선택한 협상 전략은 국내 정치

행위자의 정책 선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관료는 어떤 경제 이념

을 갖고 있었고 이는 협상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본문은 통상

협상의 진행 과정과 관련된 국내 정치적 동학을 살펴봄으로써 협상 전략

의 결정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미국과의 물질특허제도 도입에 대한 협상 결과에 대해 ... 동경대학교 법학부 교
수 중산신홍은 ”이것이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혹평하였다(임근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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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한국을 포함하여 80년대의 개발도상국들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

보다 현재의 지식을 확산하여 경제의 산출을 늘리려는 데 강한 경제적

동기를 갖고 있었다. 다른 극단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중요했다. 각국의 경제 상황과 핵심 산업이 달랐

기 때문에 지식 관련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개

별 국가의 특허 정책은 그 내용도, 범위도 달랐다(Lawrence et al,

2006). 이 시기 미국은 비교 우위를 누리던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제 경

쟁력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기

술을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모방하여 저가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무역 수

지 흑자 증대를 꾀하자 이를 경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통

상 문제로 확대시키기 시작했다(송하성, 2000).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1984-86년 지적재산권 논의의 내용은 한국에서도

정밀 화학 산업, 반도체산업 등 장기적으로 중요한 국내 산업과 밀접하

게 관련하고 있었다2). 전두환 정부도 이들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일찍

이 인지하여 집권 후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반도체 및 컴퓨터산업 부문

에 총 341억 원을 투자했고, 컴퓨터산업 육성방안과 전자공업육성 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다(박진근, 2009).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련 산업의 미래 가치, 부처 간 이견, 국내 이익집단의 압력에도 불

구하고 지적재산권 양자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보호 요구를 대부

분 수용한 까닭은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 과정은 발전국가라는 80년대 한국의 정치적 성

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연구 가치가 있다. Johnson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일반적인 특성에는 정부가 적절한 경제 개

입 정책을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3) 다른 연구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발

2)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V.1
84.1-9). (등록번호: 2013120034).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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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의 정부는 국익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산업 부문에 대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마련하고,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속

적으로 유인책을 제공한다(Onis, 1991).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국가는 국

가의 경제적 이해(interests)가 발생하는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통상 협

상에서도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여 전략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국가 모델에 기초한 이론은 70-80년대 한국이 위와 같은

특성에 기초하여 정부 주도의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주

장으로 이어진다. 상술하였듯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은 발달 수준이 미약

했던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제약 · 농약 · 염료를 포괄하는 정밀화학 업

계 등 제조업 전반 광범위한 산업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4) 향

후 경제적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 산업을 보호하려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

진했을 수도 있었으나,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본문은 한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발전국가

한국이 단기적으로 경제적 국익이 침해될 가능성과 국제 경제에의 조기

편입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적 국익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외교적 양보(concession)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적재산권 제도 정비라는 결과를 가져온

86년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경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이 실제로 한

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상반된 평가

가 공존한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측에서는 제도 마련을 통해 기업

들의 연구개발 노력을 촉진시키고 해외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보다 용이

3) 한국, 일본, 대만을 사례로 연구를 수행한 Chalmers Johnson은 이 시기 발전국가
의 특성을 (1) 정치적인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정치-관료 엘리트; (2) 경제 계획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민관 협력; (3) 교육에 대한 지속적
인 투자와 경제 성장으로 획득한 부의 공평한 분배; (4) 가격 메커니즘에 기초하
여 알맞은 경제 개입 정책을 취하는 정부 네 가지로 요약한다. (Johnson, 1987)

4) 「정부 · 기업 · 학계에 찬반 가열 물질특허 도입 시기 싸고 양론」, 경향신문,
1984년 1월 31일.; 「새 국면 맞은 한미 통상 (2) 물질특허」, 매일경제, 1986년 7
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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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시의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한 보호

조치가 국내 기업의 발전 수준을 고려했을 때 여건에 맞지 않았고, 이후

유럽공동체(EC)와 일본으로 하여금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게 하는 빌미

가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이지 않고 무분별한 실수였다는 견해도 있다(임

근영, 2003). 이 글은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의 경제적 효과나 타당성을

분석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상 정책이 경제 성과와 국내 산업 구

조 변화 등 다수의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정책

이 결정되는 정치적 과정을 검토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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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계획

본 연구는 1984년부터 통상법 301조 협상이 일괄 타결된 1986년 7월

사이에 진행된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 과정을 연구 범위로 한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미국이 통상법 301조 조사를 실시한 것은 1985

년 10월의 일이지만 연구 범위를 1984년 이후로 설정한 이유는 미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 여론을 인식한 한국 정부가 이 시기부터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려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를 분석에 포함시

키기 위함이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 질문을 밝힌 뒤 연구의 필요

성을 논의하였다. 2장에서는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80년대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체계 수준

의 이론과 국가 수준의 이론으로 나누어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이론적 분

석틀을 마련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3장에서는 협상의 시대적 배경

및 협상의 과정과 결과, 나아가 물질특허, 저작권, 소프트웨어라는 주요

이슈에 있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

본다. 4장에서는 2장에서 만들어진 분석틀에 기초하여 협상 과정에서 한

국 정부가 연성 협상 전략을 선택하게 된 원인을 정부 공식 협상 기구의

특성, 국내 이익집단의 정치화, 정책 결정자의 이념, 협상 상대국의 전략

에 대한 대응 방식을 분석하여 파악해본다. 5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연구의 함의를 밝힌다. 이 글은 문헌연구로서 관계부처 보고서와 국내외

보도 자료, 외교부 외교사료관에서 열람 가능한 자료를 참고문헌으로 활

용한다. 외교문서공개 제도를 통해 최근 5년 내 새로이 공개된 당시 외

무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선행 연구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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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 1 절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형 자산’으로 정의되는 지식기

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의 한 유형이다. 지적재산권보다 상위의

개념인 지식기반자본은 기업의 투자가 다변화되고 지식기반성장 사회로

경제 구조가 변화해나감에 따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생산성을 제고하

는 핵심 요소로서 중요해졌다.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는 혁신기업에

의 효율적인 자원 재분배로 이어지며5) 그로 인해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교육 수준이 상승할수록, 세계

시장이 통합되고 규제가 완화(deregulation)될수록, 가치사슬의 지리적

분절로 인하여 혁신적인 부문(innovation)에서의 비교 우위가 강조될수

록,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에의 투자를 강화할수록 지식기반자본의 중요

성이 증대된다고 분석한다.6)

지식기반자본에는 세 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1)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는 컴퓨터화 된 정보; (2) 특허, 저작권, 의장권, 상표권

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3) 브랜드가치, 인적 자본, 네트워크, 노하우,

5) 일례로 이탈리아와 스페인보다 지식기반자본에 약 2배 이상의 투자를 지원하는
미국과 스웨덴의 특허 기업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특허기업보다 4배의 자본
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13).

6) Supporting Investment in Knowledge Capital, Growth and Innovation. OECD.
October 2013.
http://read.oecd-ilibrary.org/industry-and-services/supporting-investment-in-kn
owledge-capital-growth-and-innovation_9789264193307-en#page19. (접속일:
2019년 8월 29일); 노영진. 2013년 4월 17일. 새로운 성장원천으로서 지식기반 자
본의 역할 – OECD 논의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12&state=view&idx=41953. (접속일:
2019년 8월 29일)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12&state=view&idx=4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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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마케팅을 포함하는 경제적 역량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식기반자

본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도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은 그 자체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지식기반

자본-컴퓨터 화(化)된 정보와 혁신적인 경제 역량-의 소유권을 규정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세계 시장

에서 비교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분야가 지식기반자본과 관련한

다고 보고 이미 1980년대부터 지식기반자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 역시 지식기반자본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었다.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주도업종은 70년대

섬유 산업과 식료품 산업에서 80년대 후반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으로

변화하였고, 80년대 중후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반도체 및 전자제품 산

업은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산업과 함께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

대 성장기여 업종으로 평가 받는다.7) 단순히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의 유형이 지식기반자본에 중점을 둔 산업으로 전환된 것만이 아니

라, 기존의 산업 내에서도 지식기반자본이 점차 중요해졌다. 일례로 자동

차 산업에서 새로운 기능의 90%는 스타트/스톱 시스템, 연료 분사 장치,

자동차 내장 카메라, 안전 시스템 등으로 지식기반자본에 해당하는 소프

트웨어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OECD, 2013).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국내 산업 구조에 비추어보았을 때 본문이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80년대 중후반은 한국의 산업 구조 변화 흐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다.

지식기반자본과 관련된 국제기구로는 1970년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있다. WIPO에는

현재 192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1979년 가입했다. WIPO는 지식

재산권을 ‘산업, 과학, 문학 및 예술 영역에서의 지적 활동으로 인해 창

출된 법적 권리’로 넓게 정의한다. 한국에서는 여러 개별 법령에 산재하

고 있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한 데 모아 2011년 5월 19일 지식재산

7) 강두용. 2005년 11월 16일. 우리나라 성장주도 산업의 변화 추이와 특징. 산업연
구원.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650&state=view&idx=1087. (접
속일: 2019년 8월 29일)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650&state=view&idx=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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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지식재산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현행법에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

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 정보 ·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

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

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해당 법령에서는 ‘신지식재산’도

정의하고 있는데 신지식재산은 경제 ·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

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화는 신산업분야에서의 지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8). 다만 본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명칭이 개정되기

이전인 1980년대를 연구 대상 시기로 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이 아니

라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8)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www.wipo.int/about-ip/en/iprm/.; 지
식재산 기본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62&efYd=20180620#J3:0 (접속일:
2019년 9월 3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62&efYd=20180620#J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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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체계 수준의 접근법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에는 국내 정치적 동학을

분석하는 것보다 국가 간 물리적 힘의 격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체계

수준의 현실주의 이론이 적합하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1980년대 후

반 경제 규모가 작은 개발도상국 한국 정부는 강대국인 미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무역과 관련된 외교적 결정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밀실에서 내려지는 것만은 아니다(Bayne and Woolcock,

2007). 또한 외교적 결정에는 국내 이해관계자의 선호를 바꾸거나 개혁

을 하는 것이 수반되므로 국내 정치 협상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협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체계보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자의 상이한 입장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용할 수

도 있다. Odell(2010) 역시 국가 간 실재하는 물리적 · 경제적 힘의 격차

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간 중진국들이 협상 능력을 축적하려 노력하

고, 다른 국가 또는 초국적기업과 같은 국제정치 행위자와 연대하여 연

합을 형성하고, 국가 규모가 작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이점을 도리어

이용하여 미국이나 유럽 연합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드물

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권순국(1998)은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 과정을 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2국 게임으로 단순화하여 이들 각각에게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 중 어느 전략이 우월 전략인지 설명한다. 양측 모두 상대방

의 제안을 거부할 때 최대 이익이 실현되지만 현실에서는 미국이 강대국

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이 협상 과정을 2국 게임으로 표현하는 것은 실제 현

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측면이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양측 정부 모

두 민간 부문을 포함,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려 시도

했으며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정부 부처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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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수준의 분석의 한계는 양자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

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산업 부문 별로 보인 상이한 태도

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80년대 후반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는 지적재산권 외에도 제약, 농산물, 자동차, 섬유 등 다양한 산업 부문

이 다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

산물,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에 한하여 시장을 개방하려는

한국 정부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농산물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국내 영세 농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은 순으로 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9) 농산물 외에 자동차 산업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은 사례로 볼 수 있다. 고용

인구 규모가 큰 자동차 산업은 미국 국내 정치에서 정치인의 정치적 생

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간주된다.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미국 정부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대하여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본 자동

차는 미국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국내 조달 법안(Domestic

Content Bill) 통과, 수출 자유 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부과 등 강경한 협상 전략을 고수했다(정하용, 2011). 미국 정부는 한국

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실태조사단을 파견하는 등10) 협상 분위기가 잠시 경

색되기도 했으나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 대한 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수입

규제는 없었다.11) 이와 달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 정부는 단계적

시장 개방이나 중간 지점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요구를 파격

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만일 미국의 국력이 한국

정부의 연성 협상 전략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산업 부문을 막

론하고 미국 정부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수용되었을 것이다.

한편 국가 간 힘의 격차가 아닌 국제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 또

한 있을 수 있다. 이 시각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국

가 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국제 제도가 발전했기 때

9) 「발등의 불은 껐다」, 경향신문, 1989년 5월 20일, 3면.
10) 「한국산 자동차 규제 전주곡 우려」, 매일경제, 1987년 4월 14일.
11) 「얻을 것 양측 모두 얻어냄」, 경향신문, 1987년 4월 21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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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은 제한된다. 같

은 맥락에서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의 결과 역시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협상 과정, 나아가 당시의 국제 제도와 규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86년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은 유래가 없는 경우로,

당시 일부 선진국들이 국내법으로 지적재산권을 다루고 있기는 했지만

국제적인 수준에서 관련된 제도나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수세적인 협상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것을 구조적 요인으로만 분석

하는 것은 설명력이 부족하다. 본문은 체계 수준 변수의 중요성을 부정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맥락에서 협상 자체의 특수성에 대한 고

려 하에 한국과 미국 간의 힘의 격차보다는 협상 과정, 국내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갈등과 대립, 이해(interests)의 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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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가 수준의 접근법

통상 협상을 연구하는 데 국가 수준의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들은 협상

국의 경제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와 정치 체제의 특성에 초점

을 맞추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을 분석하는

임근영(2003)은 협상 상대국의 경제 구조 변화라는 변수를 강조한다. 이

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 이후 경기 침체를 경험하며 채권

국에서 채무국으로 전환되었고 무역 수지 적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꾸준히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 산업의 구

조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경제로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강한 유인을 갖고 있었다. 정책 차원에

서 미국 정부는 1984년 통상법 301조 조항을 개정하면서 지적재산권 보

호를 위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무기까지 갖추게 되었다. 개정

된 통상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수출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이는 국가, 노동권을 침해하는 국가, 시장개방을 거부하는

국가,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

하여 301조를 발동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12) 결과적으로 레이건 행

정부는 경제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취했고, 한국은 미국 정부의 요구가

워낙 강경하였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분석은 통상 협상 전략을 설명하는 데 미국이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를 지키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경제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고용인구의 규모가 커서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

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가 경제에 중추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12) Trade Act of 1974.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Office of the
Legislative Counsel. http://legcounsel.house.gov/Comps/93-618.pdf. (접속일:
2019년 9월 17일).

http://legcounsel.house.gov/Comps/93-6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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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직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당연히 협상 전략을 좌우할 것이

다. 그러나 경제 구조의 변화만을 통상 전략의 유일한 변수로 강조하는

것은 부분적인 설명에 그치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하

여 무역 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 압력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논거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사후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이

는 무수한 교역 상대국 중에서도 왜 하필 한국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상의 첫 번째 모델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는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한국에 대한 미

국 내 여론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하여 지적재산

권 보호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다는 설명도 실제 자료에 비추어보

았을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 80년대 중후반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

는 일본, 대만, 홍콩과 비교하였을 때 미미한 수준이었다. 1985년 기준

미국의 대한국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약 40억 달러로 미국의 대일 상품무

역수지 적자가 약 460억 달러, 대대만 상품무역수지 적자가 약 110억 달

러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고 이는 미국의 대 홍콩 상품무역수지 적자

인 56억 달러보다도 작았다.13) 미국의 언론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

비한 국가로 한국과 함께 대만, 태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의 설명이 적실하려면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

대만, 홍콩에 더욱 강력한 통상 압력을 행사해야 했다. 레이건 행정부가

공정무역을 주장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개별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

가별, 산업 부문별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한미 양국 간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고, 통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군사 동맹국인 한국의 국내 정치

적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정치적 비용이 존재하는 가운데 레이건 행

정부가 아시아 신흥공업국 중에서도 오로지 한국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협상 전략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미국의 경제

구조 변화 외에 한국 협상 기구의 조정 능력 부족이나 관료 집단의 자유

13) United States Trade in Goods by Country.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index.html에서 국가별 검색. (접속
일: 2019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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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제 이념, 또는 한국 국내 이익집단의 정책 선호 변화와 같은 다

른 요인도 동시에 작용했을 것이다.

국가 수준의 접근법을 선택하며 정치 체제의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거부권 행사자(veto player)의 수가 제한적인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통상 협상 전략을 결정하는 데 행정부의 영향력이

다른 정치 체제에서보다 훨씬 크다.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의 선호를 반

영한 전략이 통상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전략이 된다. 이와 유사한 맥

락에서 임근영(2003)은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전두환 정부는 권위주

의 정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

한다. 관련 이익 집단이나 언론, 학계 등 다른 국내 정치 행위자는 고려

되지 않는다. 군사 정권이었던 전두환 정부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 대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두환

정부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

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미국에 많은 양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라고 해서 개인 지도자 또는 행정부의

선호가 항상 현실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협상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 이외의 정부 기관과 민간으로부터 수집될 수

있고,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결정하는 데에 여론과 이익 집단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협상과 같이 협

상의 내용이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익집단이 연합을 형성하여 정부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부가 협상 상대국에게 양보를 하려고 해도 그런 결정을

단독으로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이 권위주의 정

부 하에서 타결되었으므로 행정부의 선호가 협상 전략을 결정하는 데 가

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주장은 설명력이 부족하다.

한편 국내 이익집단의 요구가 협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연

구도 있다. 특정한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의회와 산업계, 유권자

사이에 승리 연합(winning coalition)이 형성되면 정부는 이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협상 전략을 결정하게 된다. 이 연합의 힘이 크고 입장이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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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정부 역시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게 된다.

그러나 그 연합의 힘이 크지 않거나 입장이 모호하면 협상 상대국가에

외교적 양보를 할 수도 있다. Kim(2016)은 임근영(2003)보다는 조금 완

화된 시각에서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이 권위주의 정부시기에 타결된 협

상임에도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이 부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협상 초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부정적인 여론이 거셌기 때문에 협상

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지체되었다. 미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가 노골화될수록 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한 한국 내 언론,

의회, 산업계, 학생들의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고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통상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기 이전까지는 전두환 정부가 지적재산권 협

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Kim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 반대하는 국내 연합의 힘이 충분히 크지 않아 여론보다

행정부의 정책 선호가 보다 강하게 작용하였고 그 결과 한국 정부가 지

적재산권 협상에서 미국에 양보를 하게 되었다고 서술한다. Kim은 통상

협상 전략 결정에 있어서 국내 이익집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연합이 협상 전략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얼마나 커야 하는지 그

기준, 또한 지적재산권 협상 당시에는 왜 그와 같이 강력한 연합이 형성

될 수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부정적이었던 이익집단들이 정부

의 협상 전략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이들의 연합이 더욱 득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이나

유인책이 주어졌는지 여부 등 이면의 정치적 동학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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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이론적 분석틀 : 양면게임과 국내 정치 동학

협상 전략의 결정 요인을 연구하는 데 기존의 국제 정치 체계 수준의

접근법 또는 국가 수준의 접근법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계 수준의 요인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는 국

내 정치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국

내 정치 수준에서의 변수를 간과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국가 수준의 접

근법 중 국내 경제 구조 변화를 강조하는 설명은 극단적인 경우 경제 결

정론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국내 정치적 요인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는

행정부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민간 부문의 경제적 이익과 같은

사회차원의 변수가 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또는

체계 수준의 분석으로 환원하여 강대국 미국의 공세적인 전략에 개발도

상국 한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

었다. 이 시각은 한미 통상 협상 결과가 산업 부문 간 보이는 상이성을

설명하는 데 불리함이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 인식에 입각하여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진행된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연성 협상 전략을 선택하게 된 배경

을 알아보기 위해 체계 수준에서의 분석과 국가 수준에서의 분석을 연계

하는 분석틀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종속 변수인 협상 전략은 강성 협상 전략과 원칙 협상 전략, 연성 협

상 전략으로 유형화한다. 강성 협상 전략(hard negotiator)을 선택하는

협상 대표자는 협상 상황을 ‘의지의 경쟁(a contest of wills)’이라 간주하

여 더욱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려 하고 최후까지 저항하였을 때 자신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경우 상대 협상 대표자가

반발하여 양측 모두 강성 협상 전략을 구사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연성 협상 전략(soft negotiator)을 선택하는 협상 대표자는 분쟁을 피하

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해 양보하기 때문에 종

종 협상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원칙 협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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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d negotiation)을 선택하는 협상 대표자는 상호 이익(mutual

gains)을 찾으려 노력하며 양측 간의 이해(interest)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기준에 맞추어 이를 조정한다.

(Fisher et al, 1991; 임혜란, 2003) 이 글에서의 중요한 전제는 체계적

요인 즉 국가 간 물리적인 힘의 격차 및 1980년대 당시 무역구조의 특성

상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 강성 협상 전략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제약이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무조건 양

보하는 수세적인 연성 협상 전략 또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

되 상호 협력을 꾀하는 원칙 협상 전략이 보다 선택 가능한 대안이었다.

국가 간 물리적 힘의 격차라는 체계 수준의 요인은 이미 개별 국가가 선

택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다.

이 글은 국제 정치 차원의 분석과 국내 정치 차원의 분석을 연계하기

위해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퍼트남(Robert D.

Putnam)의 양면 게임 이론(Two-Level Game Theory)을 활용한다. 양면

게임 이론은 한국 정부의 통상 협상 전략에 대한 연구에 여러 차례 활용

되었지만(이혁우, 2003; 안용흔, 2002; Kim, 2016) 독립 변수들을 과다하

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으로서의 설명력은 떨어진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각 독립 변수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추가 변수를 더해볼 것이

다.

퍼트남은 협상 과정을 국제 정치 수준에서 국가 간 이루어지는 협상

단계(negotiation)와 국내적인 수준에서 국내 정치 행위자 간에 이루어지

는 인준 단계(ratification)로 구분한다. 국내와 국외 양면에 걸쳐있는 협

상 과정을 연결하는 개념이 바로 윈셋(win-set)이다. 윈셋은 “찬반 투표

를 실시하였을 때 비준 받을 수 있는, 즉 필요한 다수표를 확보할 수 있

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합의의 집합”으로 정의된다.14) 양자 협상에서 양

14) 용어의 번역은 김태현 외(1995)를 참고하였다.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we may define the ”win-set“ for a given Level II constituency as the set
of all possible Level I agreements that would win – that is, gain the
necessary majority among the constituents – when simply voted up or
down.” (Putnam, 1988)



- 19 -

국 각각의 국내 정치 과정에서 결정되는 윈셋의 크기가 클수록 양국의

윈셋이 교차하는 공통부분의 면적이 넓어져 양국이 협상안을 타결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양자 협상에서 협상국은 상대 국가의 윈셋의

크기를 확대하려 노력한다. 이는 윈셋의 크기가 협상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와 반대로 자국의 윈셋의 크기는 작을수록

협상에 유리하다. 협상 상대국에게 국내 인준 과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또는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정책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달

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윈셋 크기의 크고 작음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협상국 A의 윈셋의 크기가 작은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협상국

B의 윈셋의 크기가 그보다 더욱 작아진다면 A국의 윈셋의 크기는 B국

의 윈셋의 크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큰 것으로 판단한다.

윈셋의 크기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에서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개별 정부는 자국의 윈셋의 크기가 작으

면 자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피력하는 강성 협상 전략을, 자국의 윈셋의

크기가 크면 보다 협력적인 연성 협상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앞서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한국은 국가 간 물리적 힘의 격차라는 체계 수준의

한계로 인해 미국에 대하여 강성 협상 전략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

제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의 사례에서 국내 여론의 강

력한 반대로 인해 한국 정부의 윈셋의 크기가 작아진다면 한국 정부는

국내 정치적 생존을 위해 강성 협상 전략보다는 협력적이지만 연성 협성

전략보다는 완고한 원칙 협상 전략을 고수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원칙

협상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전면 거

부하기보다는 미국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 행위

자의 중대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퍼트남에 따르면 윈셋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국내 선호와 연합,

국내 정치 제도, 양국의 협상 전략 세 가지가 있다. 이중 첫 번째, 국내

선호와 연합이란 협상에 대해 강력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연합

이 구성되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국가 수준의 접근법에

서 제시된 ‘국내 이익집단의 요구가 협상 전략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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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이 글 역시 이 가정을 수용하여 국내 이익

집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존재했음을 단순히 나열하

고 있는 것과 달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밀 화학, 영화, 소프트웨어 등

의 관련 업계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구체적

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이들의 입장이 한국 정부가 협상 전략

을 결정하는 데 어디까지 반영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국내 이익집단의

구체적인 행동 사례는 1985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주관으로 개최된 “물질특허 보호에 관한 간담회”에서 한

정화학, 대한 약품, 동화제약, 영일화학, 럭키중앙개발연구소 등 민간 부

문이 참여하여 물질특허제도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나,15) 1985년 11월 한국정보산업협회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을 때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보호시기를 80년대 후반이 아

닌 90-92년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등을 들 수 있다.16)

윈셋 크기를 결정하는 두 번째 변수인 국내 정치 제도는 비준안 통과

기준이나 선거법을 포함, 공식적인 법률 외에 비공식적인 제도까지 정책

결정자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제를 포함한다. 퍼트남에 따르

면 협상안을 국회에서 비준받기 위한 기준이 단순다수제가 아닌 만장일

치제라면 국내 인준 과정이 까다로워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려워

지고 그 결과 윈셋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 글은 한국 정부가 협상 전략

을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된 모든 공식적 · 비공식적 제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표 협상 기구의 조정 기능에 주목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한국의 통상 협상 결정 과정은 권위주의 정치 체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의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행정부 중심으로 관련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협상 과정에는 청와대 외에 외

무부, 문화공보부,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특허청, 한국개발연구원, 한국

산업연구원, 해외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했고 이들은 단일

15) 외무부 통상정책과.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대책, 1984-85. (등록번호:
2013120039).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16) 「한미통상 새 시대 분야별 분석 (5) 소프트웨어」, 동아일보, 1986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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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자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입장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

었다. 정부의 조정 능력이 뛰어날수록 현재의 경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안(案)과 대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어 국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협상 기구의 조직이 여러 부처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협상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때 조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기관이 존재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세 번째, 정부는 자국의 윈셋의 크기를 감안하여 협상 전략을 결정하

는데, 역으로 협상 전략이 본국과 상대국의 윈셋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도 있다. 여기서 협상 전략은 강성 협상 전략과 원칙 협상 전략, 연성 협

상 전략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또는 협상 상대국의 윈셋의 크기

를 변화시키려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상술하였듯이 협상에 참여하는 국

가들은 상대국가의 윈셋의 크기를 키우고 자국의 윈셋의 크기를 줄임으

로써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퍼

트남이 제시하는 협상에서 정부가 구사하는 전략의 종류는 자국의 윈셋

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국내 이익집단에 보상을 지불하는 측면보상(side

payments) 전략에서부터 자국의 윈셋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국내 여론

분열을 시도하는 발목 잡히기(tying-hands) 전략, 협상 상대국의 윈셋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한 상승적 연계(synergistic linkage) 전략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김태현 외, 1995). 이 글은 그 중에서도 국가 간 상호 작용

의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승적 연계’에 주목한다. 지적재산권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 상승적 연계는 논의를 진행 중이던 미국이 이전

에는 지적재산권 협상과 관련 없던 추가 사안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로 인해 한국 국내에서는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가 변하

고 연합에서의 균형이 바뀜으로써 윈셋의 크기가 확대될 수 있고, 결과

적으로 미국의 의도에 따라 처음에는 국내 비준이 불가능했던 협상안이

국내 정치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퍼트남이 제시한 세 가지 변수에 추가로 관료의

경제 이념을 더하여 분석을 시도해볼 것이다. 경제 이념은 통상 협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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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물질적 이해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 당시 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행정부 관료 개인들은 보호주의 경제 이념이나 자유주의 경제 이념을 갖

고 있고, 협상 기구와 행정부 내에서 두 가지 유형의 경제 이념이 병존

하고 경쟁했을 것이다. 권한이 큰 고위 관료들이 보호주의 이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보호주의 경제 이념의 시각이 자유주의 경

제 이념의 시각보다 많이 반영되었다면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는

당시 한 신문 기사의 표현과 같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적 지배를 강화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17) 보호 요구 자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을 타결하려면 우선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데에 국내 정치 차원의 동의가 확보되어야 하고

뒤이어 관련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시기를 논의해야한다. 협상이 두 단

계에 걸쳐 진행되며 각각의 단계에 반대 여론이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

문에 국내 정치 과정에서 비준될 수 있는 협상안의 범위가 줄어들고, 그

에 따라 한국 정부는 원칙 협상 전략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협상 과정에 자유주의 경제 이념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했다면 미국

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

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이슈는

관련 국내법을 언제 수립하고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의 문제가 된

다. 이 경우에서는 전자의 경우에서보다 국내 인준 과정이 단순하게 진

행되어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상 전략이 연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

다.

이 글은 국내 정치 차원의 변수를 비교함으로써 그 중에서도 어떤 변

수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한국 정부가 연성 협상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통상 협상에 관한 선

행연구는 정부의 협상 능력 부족을 연성 협상 전략을 취하게 된 원인으

로 지적하고 있는데(임근영, 2003), 정부가 결여하고 있었던 ‘협상 능력’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알아

17) 「물질특허제도의 현황과 대응책 (상) 선진국 압력」, 매일경제, 1985년 1월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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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정부 대표 협상 기구가 주어진 권한 안에서

조정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과정에 표

출되어야 하는 이익집단의 선호가 강력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국내 이익

집단의 입장이 불분명하여 연성 협상 전략이 선택되었을 수도 있다. 또

는 협상 기구가 조정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내 이익집단의 선호도

명확했으며 미국의 상승적 연계 전략도 국내 정책 선호를 변화시키는 데

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 관료가 자유주의 경제 이념을 갖고 있어 윈셋의 크기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이익집단의 선호가 강력하고 이들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한국 정

부의 윈셋의 크기가 감소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하여 원칙

협상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 이익집단의 선호가 강력하

지만 활동이 활발하지 않거나 이익집단은 존재하나 이들이 연합을 형

성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윈셋의 크기

가 확대되어 연성 협상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협상 기구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능력이 우수할수록 국내 이익

집단의 선호와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져 한국 정부의 윈셋의 크기가 감

소한다. 그 결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하여 원칙 협상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반대로 협상 기구가 조정 기능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이 조율되는 데 실패하

여 경제적 국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

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윈셋의 크기가 확대되어 연성 협상 전략을 택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협상 상대 국가인 미국이 상승적 연계라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여 지

적재산권 보호 압력을 행사할수록 한국 정부의 윈셋의 크기가 확대되

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하여 연성 협상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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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

4. 한국 정부 관료의 경제 이념이 자유주의에 가까울수록 한국 정부가

국내 인준 과정에서 겪는 반발의 정도가 작아 한국 정부의 윈셋의 크

기가 확대되어 연성 협상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문의 이론적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이론적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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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협상 과정과 쟁점

제 1 절 지적재산권 협상의 시대적 배경

본문이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화되어가던 가운데 진행되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은 서비스

시장 개방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이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하에서는

이행하기 어려웠던 산업 부문의 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정하용,

2012). 레이건 대통령은 1984년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노조의 보호주의 압력에 따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

울였다. 1985년 미국 정부는 달러 가치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를 절상시키는 등 거시 경제 측

면에서도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레이건 행정부와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하원의 경제 이념은 일견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1985년 직물 및 의류무

역시행법(Textile and Apparel Trade Enforcement Act of 1985,

H.R.1562)에 대해 해당 입법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과 세계 무역

시스템에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18) 행정부와 의회의 무역 정책 기조를 상이한 것 또는 행정

18) “It is my firm conviction that the economic and human costs of such a bill
run far too high – costs in foreign retaliation against U.S. exports, loss of
American jobs, losses to American businesses, and damage to the world
trading system upon which our prosperity depends.” Message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turning Without Approval the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Bill. The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December
17, 1985. http://www.reaganlibrary.gov/research/speeches/121785d. (접속일:
201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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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보호주의적 정책 기조가 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대두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는 1984년 재선에서 압승한 이후

에도 ‘공정 무역(fair trade)’을 명분으로 소위 불공정 무역 상대국에 대

하여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공격적인 무역 기조를 표면화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하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만이 아

니라 섬유, 철강, 농산물, 특히 고급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통상 압

박을 지속했다. 결과적으로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 기본 방향은 자유무역

레토릭을 구사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대외

무역 정책을 이행하는 양상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레이건 행정부는 1985년 9월 7일 미국의 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한국의

보험시장에 대하여 통상법 301조 조사를 지시하고, 9월 23일에는 신통상

정책을 발표하고, 그에 이어 10월 16일에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하여도 통상법 301조 조사를 지시한다. 9월 23일에 발표된 신통상정책

은 한국을 비롯하여 대미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불공정 무역 상대국을

겨냥한 것으로 행정부에 특별 대책반을 설치하여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적

발 · 시정하도록 하고, 불공정 무역의 대상 품목에 상품 거래를 넘어 서

비스와 지적소유권까지 포함되도록 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하원의 직물

및 의류무역시행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해당 입법은 부결되었으나, 신

통상정책에는 대통령이 국내 수입 피해 업종을 구제하기 위해 수입을 규

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19) 또한 레이건 행정부는 한국, 일본

및 다른 섬유 생산국에 대해 강경한 쿼터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양자 대

화를 지속하는 등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취했다.

이에 미국 내 경제학자들 다수는 레이건 대통령 임기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보호주의적인 시기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20)

19) 「레이건의 신통상정책 세계무역환경 경화 걱정스럽다」, 매일경제, 1985년 9월
25일, 2면.

20) “Yet a number of economists already characterize the Reagan years as the
most protectionist of the postwar period. Of the $360 billion in goods this
country imported in 1986, $80 billion, or 22 percent, was covered by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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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동시에 공정무역을 표방하며 공격

적인 일방주의를 택하고 있는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을 필두로 한 하원을

포함하여 양원에서의 보호주의 요구는 보다 노골적이었다. 의회에서는

매년 점증하는 무역 수지 적자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속하는 무역

상대국, 특히 일본과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NICs)에 그 책임이 있다

는 시각이 만연했다. 그와 같은 시각이 표출된 것이 1985년 10월 17일

하원 무역실무위원회가 발표한 민주당 종합무역건의안이다. 이는 수출

증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시정 조치 강화, 무역 조정 지원 사업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다.21) 여기에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시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적

소유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업계의 청원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었다.22)

이어지는 4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정치경제

적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개방의 진도가 늦은 것은 자인해야하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수입 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외무부는 대미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통상 압력을 지속하는 것은 한국의 시장 개방 수준이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특히 지적소유권 보호

에 대해서는 미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를 시정할 것을 요

청하고 있다고 설명해야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며 원칙에 입

각한 대응 방안이 아닌 수세적인 연성 협상 전략을 내놓고 있었다.23)

kind of special protection.” Farnsworth, Clyde H. “Trying to Shield Injured
American Industries.” New York Times. 18 January 1987.

21) 「미 새 시장공개행동안 곧 마련 내달 초 레이건에 제출」, 경향신문, 1985년 10
월 18일, 4면.

22) “The Congress should strengthen and streamline trade remedy laws through
... 4. stronger penalties for repeat violators of copyright, trademark and patent
laws; ... 6. shortening the processing time for petitions filed by U.S. firms.” 외
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V.2 10-12월). (등록번
호: 26849).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23)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V.2 10-12월). (등록
번호: 26849).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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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의 과정과 결과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해온 것은 1980

년대 초반부터의 일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3년 11월 방한하면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언급했고 뒤이어 1984년 2월에 개최된 제3차 한 · 미 경

제협의회, 1984년 3월 제11차 한 · 미 통상장관 회담에서도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이 논의되었다. 1984년 한국 정부는 이미 ‘1986년까지는 물질특

허가 포함된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내법을 보완, 1988년까지는 지적소유

권 관련 국제 협약에의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외

무부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해왔다. 또한 통상법 301조 조사가 개시되

기 약 1년 전인 1984년 8월부터 연말까지 관계부처들은 “지적소유권관계

대외경제전략회의”를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하며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이 업계 이익 보

호를 위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타협을 통하여 정부가 원칙을 세우

거나 일원화된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웠다. 문화공보부는 저작권 보

호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국익과 직결하므로 신중해야한다는 입

장을, 과학기술처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농

수산부는 물질특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식이었다.24)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은 지속되었다. 1985년 3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비공식 관심 품목 리스트를 전달했고, 1985년 6월에

개최된 제4차 한 · 미 경제협의회에서는 수입자유화, 관세 인하와 함께

물질특허 및 소프트웨어의 지적소유권 보호,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시

장 개방을 요청했다.25) 한편 1985년 8월 23일에는 사공일 경제수석 비서

관이 방미하여 한국의 상품 수입 자유화 계획과 외국인 투자 개방 계획

24)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 회의, 1984.11.29-30. 전3권(V.1
84.1-9). (등록번호: 2013120034).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25)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V.1 3-9월). (등록번
호: 25884).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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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으나 미 국무장관 대리는 한국 정부의

시장 개방은 높이 평가하지만 의회 내 분위기가 완강하고 보호주의가 팽

배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로비가 강력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26)

그 후 통상법 301조 조사가 개시되면서 지적재산권은 양국 간 본격적

인 협상 의제로 부상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5년 9월 한국의 보험 시

장에 대하여, 뒤이은 10월에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하여 301조 조사를 지

시했다. 한국 정부는 10월 7일 경제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품 수입

자유화 계획과 외국인 투자 개방 계획을 10월 중순 중 발표하고, 지적소

유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관계 국제 협약에 가입할 문제를 검토

중이며 문공부가 저작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 추진 중이라는

것, 또한 물질 특허 보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

는 입장을 알렸다.27) 10월 15일에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가 Smith

USTR 부대표와 Piez 국무성 동아시아 · 태평양국 경제담당 부차관보를

각각 방문하여 한국이 그간 미국이 큰 관심을 보여 온 품목을 포함한 개

방 시책을 늦어도 10월 19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 또한 지적소유

권 문제는 이 발표에서 제외되었으나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

제 해결을 하고자 한다는 방침을 직접 설명하는 등 경색된 국면을 완화

시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28)

뒤이어 1985년 11월 양국 간 비공식 협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본격적인 협상 전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근거를 파악하기 위

한 목적으로 사전 비공식 협의를 먼저 제안했다. 외무부가 작성한 “대미

301조 비공식 협의 참가 보고”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의회의 보호

주의 동향에 맞서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이 조기 협상 타결을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의 요구 사항이 한국의 입장보다 세부적이고, 한국이 보험

26)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V.1 3-9월). (등록번
호: 25884).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27)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V.2 10-12월). (등록
번호: 26849).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28)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V.2 10-12월). (등록
번호: 26849).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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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과 지적소유권 보호 문제를 연계하여 포괄적 타결안을 제시하

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에 따라 실무

협상에서의 양측 간 견해 차이를 좁혀 조기 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에 세부적인 입장을 수립하되 보험 시장 문제와 지적소유권 문제의 동시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

다.29)

상술하였듯이 301조 협상은 보험 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협상 과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1986년 5월, 보험 시장 개방

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상이 양국

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 정부는 보험 분야 선(先)타결을 주장하면

서 타결 내용의 법적 효력 발생을 지연시키는 경우 한국 측에 불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협상 의제를 연계하

여 일괄 타결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동시 일괄 타결을 주장하면서 보험 시장 개방에 대한 합의문은 타결 시

까지 당분간 서명 대기 상태로 보류하자는 입장이었다.30) 이에 더하여

한국 정부는 항공 문제와 일반특혜관세(GSP) 연장 문제까지 301조 협상

과 연계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항공문제는 국무성, 운수성

소관이므로 이들 부처의 태도가 경화될 수 있다고 피력하며 협상 의제

간 연계를 회피했다.31) 지적소유권 보호 협상에서의 교착 상태는 지속되

었으며 특히 저작권과 물질특허의 소급 보호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주미 대사는 저작권과 물질특허 소급효에 대한 미국 내 업계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한적 소급효 인정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기획원은 입법이 아닌 행정 지도를 통해

저작권을 소급 보호하고,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부 물질특허의 소

급 보호도 인정하는 훈령안을 마련했다.32) 이후 양국 간 견해 차이가 점

29)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1. 1985.11월-1986.1월). (등록번호: 2015100051).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30)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4. 1986.4-5월). (등록번호: 2015100054).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31)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4. 1986.4-5월). (등록번호: 2015100054).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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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좁혀지자 미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단일 입법을 주장하며 소프트웨어

를 저작권 수준으로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 Smith USTR 대표는 주미

대사와의 면담에서 “소급효 이외에는 소프트에어 문제가 제일 중요”하며

“입법형식보다 보호 정도를 더욱 중요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소

프트웨어 관련법을 수립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제반 사항을 준

비 중이던 한국 정부와33) 소프트웨어 단일 법안을 고수하는 미국 정부

간 의견 차가 지속되다 미국 정부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을 인정하되, 저작권의 보호 수준을 동일하게 요구한 것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며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양국 간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최종 타결 결과, 한국 정부는 보험 시장을 개방하고 저작권, 소

프트웨어, 특허권 세 분야에 걸쳐 미국 정부의 요구 수준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통상법 301조 조사가 전면 종료

되었다. 한국은 물질 특허 제도를 도입하고, 1987년에 부다페스트 조약과

국제 저작권 협약(UCC)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별도 입법으로 소프트웨어

를 보호하게 되었다. 협상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3-1]과 같다.

32)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3. 1986.3월). (등록번호: 2015100053).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33)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4. 1986.4-5월). (등록번호: 2015100054).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구분 당초 미국 정부 측 요구 타결 내용

저작권

1. 86년 3월까지 법 개정 및

86년 중 시행

2. 저작권 보호기간 현행 30

년을 50년으로 연장

3. 음반 보호 50년 및 제네바

음반협약 가입

4. 소급 보호 인정 (20년)

1-1. 86년 9월 국회 제출 및

87년 7월 시행

1-2. 개정법 시행 후 90일 이

내 국제저작권협약(UCC) 가

입

2. 좌동

3. 음반 보호 20년 및 국제저

작권협약 가입과 동시에 제

네바음반협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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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301조 타결 결과 중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

출처: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

권. (V.7. 86.7.21– 31). (등록번호: 2015100057).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4. 행정 지도를 위해 서적의

무단 복제 규제 (10년)
소프트

웨어
저작권법에 포함하여 보호

별도 입법으로 하되 저작권

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

특허권

1. 86년 3월까지 법 개정 및

86년 중 시행

2. 의약 및 화학물질 보호

3. 특허 기간 현행 12년에서

5년 연장

4. 소급효 인정

1. 86년 9월 국회 제출 및 87

년 7월 시행

2. 좌동 (물질특허 제도 도

입)

3. 3년 연장

4. 시판되지 않은 일부 품목

에 한하여 행정 지도를 통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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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 차이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 협상 과정에서는 광범

위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본문은 한국 정부의 관련 보고서에서의 분류에

따라 당시 진행된 주요 논의를 크게 물질특허와 저작권, 소프트웨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물질특허

물질특허는 정밀화학이나 의약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신규

물질, 또는 미생물 자체에 부여하는 특허로, 지적재산권 협상 당시 한국

이 인정하고 있던 제법 특허와는 구분된다. 후자는 물질을 제조하는 방

법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허로, 다른 방법을 통해 동일한 물질을 얼마든

지 제조할 수 있다. 당시의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일본은 물질특허 제도

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이는 26년간의 검토 끝에 1976년 도입된 것이었

고,34) 한국 외에도 대만,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등이 물질특허를 인정하

지 않고 있었다. 물질특허 제도 도입에 대한 압력은 1981년 한 · 미 상

공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물질특허 허용을 정식 요청한 이래 지속되어왔

다. 1983년 한·미 공업소유권 회담에서 미국은 물질특허를 도입하지 않

으면 기술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1984년 12월 주한 미

국 대사는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소유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

다.35)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국내 여론은 물질 특허 제도 도입의 유용성을

34) 「촉발된 한미무역마찰 지적소유권 상 – 배경과 실상」, 1985년 10월 18일, 매
일경제.

35) 「물질특허제도의 현황과 대응책 상 – 선진국 압력」, 1985년 1월 30일, 매일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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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고려한 뒤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1984년 8월 개최된 “제1

차 지적소유권관계 대외경제전략 회의”에서 상공부는 정밀화학 업계가

영세하여 물질특허제도 도입이 아직 어렵다는 입장, 농수산부 또한 농약

업계에 대해 물질특허 도입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반대 견해

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밝혔다.36) 1984년 11월 개최된 “외국인 지적소유

권 보호에 관한 경제부처 장관 회의”에서 물질 특허는 보호한다는 방침

하에 보호시기를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으

나, 해외협력위원회가 보호 시한을 말하지 않으면 공신력이 없고 제법

특허만을 보정하는 것은 미진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물질 특허도 1988년

이전에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37) 1985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물질특허 보호에 관한 간담회”에서 간담회에 참여한

연구소와 민간 부문은 물질특허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도입 시

기를 두고 이견이 오갔다. 관련 업계는 “대외 수출이 약 10억불 정도 이

상 달성된 이후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 민간 연구소

153곳 중 물질 특허를 낼 수 있는 연구소는 5곳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현

재 한국의 발전 단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물질 특허

가 언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38)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

7월 통상법 301조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는 물질 특허 제도 도입

을 포함하여 특허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는 데 합의하게 되었다.

2. 저작권

저작권 관련 논의에는 도서, 음반, 영화에 대한 외국인 저작권 보호와

국제 저작권 협약 가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당시 현행법에 따르

면 한국 정부는 특허권 12년, 실용신안권 10년, 의장권 8년, 상표권 10년,

36)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V.1.
84.1-9). (등록번호: 2013120034).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37)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V.2.
84.10-12). (등록번호: 20131200035).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38) 외무부 통상정책과.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대책, 1984-85. (등록번호:
2013120039).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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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30년 간 보호하고 있었으며 외국인 지적 소유권 보호와 관련하

여서는 외국에서는 저명하지만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했다. 또한 국내에서

외국인 저작물의 무단 복제와 번역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등 고도 첨단 기술에 대한 보호 법규가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시 되었

다.39) 국제 저작권 협약으로는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WIPO)와 세계 저

작권 조약(UCC), 베른조약이 있는데 한국은 당시 세계 저작권 조약과

베른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저작물을 수

입하고 있는 단계에서 국제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200만불 상당의 외화

지출을 초래하는 등 경제적 국익을 감소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입

장이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가장 문제시 되는 출판 분야에 한하여 국

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법규에 의한 규제 방법을 마련하는 것

을 바람직한 대책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1984년 2월 23-24일 간 개최된 제3차 한미 경제협의회의 준비 과정에

서 문화공보부는 외무부에 85년까지 외국 저작들의 무단 복제와 번역을

규제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하고, 88년까지는 베른협약에 가입하여 외국인

저작권을 보호하고, 88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저작권에 대하여 국제적 보

호 조치를 취하는 단계적 계획을 밝혔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이 광범

위하게 논의된 제3차 한미 경제협의회 이후 미국 측은 한미 간 저작권관

계 실무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외무부 경제국은 외무부 장관에

외국인 상표권 보호는 사용 질서 확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조

방지(anti-counterfeiting) 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보호 조치를 강화하

는 것을 계획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 문화공보부와 마찬가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미루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1984년 7월 1일자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관계부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포함하여 보호해주는 것은 급속한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술 낙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저작권에

포함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

39)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V.3.
회의자료). (등록번호: 2013120036).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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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었다.

1984년 9월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 공사가 한·미 저작권 실무회의 개최

등의 저작권 문제 논의를 위해 외무부 제2차관보를 예방했다. 그보다 앞

서 한국 정부는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외무부, 문화공보부, 상공부, 특허

청, 과학기술처, 해외협력위원회 간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

에서 문화공보부는 음반과 영화에 대해서는 외국인 저작권이 충분히 보

호되고 있고 도서와 출판이 문제인데, 이를 위해 86년까지 국내법 정비,

88년 국제저작권 관계 조약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미 저작권 실

무회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부 제2차관보는 문화공

보부의 국제조약 가입 계획과 국내 저작권법 정비 계획을 전달하였으나

주한 미국 대사관 공사는 미국 정부가 이를 불만족스러워할 것이라는 입

장을 전했다.40)

1984년 11월 개최된 “제3차 지적소유권 대외경제 전략회의”에서는 해

외협력위원회,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문화공보부, 과학기술처, 특허

청이 참석하여 1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에

대비하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 외국 저작물

보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2)

국제조약 가입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88년 가입을 목표로 검토하기로

하고; (3) 소프트웨어 보호 역시 국제적인 컨센서스(consensus)가 없고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 수준이 미미한 상태에서 보호하는 경우 미국만 경

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저작권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전 입장을 고수하고; (4) 반도체 칩 보호 건도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

로 미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력하되 현재 단계에서 보호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자는 것이었다. 예정에 따라 제1차 한

미 저작권 관계 실무자 회의는 1984년 11월 29-30일 개최되었고 미국

정부는 외국인 저작권 보호, 저작권 개정안의 국회통과 전망, 국제 협약

가입 계획,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및 저작권에의 포함 여부, 반도체 칩

보호 및 저작권에의 포함 여부, 교육기관 및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복제

40)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V.1.
84.1-9). (등록번호: 2013120034).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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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적사용, 번역권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질의했다.41)

이러한 사전 노력에도 불구, 통상법 301조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 국내 업계의 압력 강화를 이유로 국제 관행에서 찾아보기 힘든 저

작권 소급 보호 인정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지속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

대표들은 “외국인저작권보호협상에 대한 우리의 주장,”42) 관련 협회의

“저작권 개방 압력 배제 9개 출판단체 결의문”43) 등을 발표하며 반대 여

론을 표출했으나 미국 정부의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되었다.

3. 소프트웨어

이 장에서는 저작권과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였으나 실무 수준에서 소프

트웨어에 대한 논의는 저작권 관련 논의와 함께 진행되었다. 앞의 “2. 저

작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소프트

웨어를 저작권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시기상조이며 국제적으로도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1984년 11월 “제4차 지적소유권 대외경제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경우 로열티

로 추가 지불해야하는 외화 예상액이 84년도 기준 480만 USD에 육박했

다. 심지어 미국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

냐는 이견이 존재했으며 한국은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세계적인 컨센

서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실정에 맞는 입법화 작업을 추진할 것

이라는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도 3

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 결과 소프트웨어의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이

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문제의 복잡

성을 감안하여 단일한 안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내려졌

41)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V.2.
84.10-12). (등록번호: 20131200035).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42) 「저작권 보호협상 관련 출판사 대표 50명 성명」, 동아일보, 1986년 1월 8일.
43) 「저작권 개방 압력 배제 9개 출판단체 결의문」, 경향신문, 1986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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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하여 설문 조

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 관련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보호 시기는 90-92

년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85년 8월 기준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는

305곳이었는데, 이 중 60%는 83년 이후 설립되었고, 58%는 자본금이 1

억 원 이하이며 75%는 종업원이 50명 이하로 당시 국내 소프트웨어 산

업의 발전 수준은 미약했다. 이는 86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 보호를 실시

하기로 결정한 일본의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는 절반 이상이 10-15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45)

한국 국내 반대 여론과 영세한 산업 수준에도 불구, 통상법 301조 협

상 과정에서 미국은 저작권과 소프트웨어는 단일 입법으로 이루어져야하

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개진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절충한

안으로 소프트웨어를 별도 입법으로 보호하되 보호 수준을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하고 법률의 시행 역시 문화공보부와 과학기술처가 동시에 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절충안은 보호의 형식보다 보호의 수준을 중시한

결과였다.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며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논의는

일단락되었다.46)

44)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V.3.
회의자료). (등록번호: 2013120036).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45) 「한미통상 새시대 분야별 분석 (5) 소프트웨어」, 동아일보, 1986년 7월 25일.
46)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5. 1986.6월). (등록번호: 2015100055).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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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의 정치

제 1 절 국내 이익 집단의 선호와 대응 행동

레이건 행정부는 한국과의 301조 협상만이 아니라 그 외 양자 간, 다

자 간 논의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일관된 선호를 갖고 있었

다. 양자 간 논의의 경우 한국 외 중국과 1984년 4월 “제2차 중미 특허

권, 상표권, 불공정 경쟁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정부에도 지적재

산권 보호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47) 한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상이 마무

리된 1986년 7월 이후에도 한국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시

도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가국에게 생소한 지적소유권을 뉴라운드에서 의제화(化)시키려는 모습

을 보인다.48)

위와 같은 양상은 단순히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 선호가 강력했다는 데

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선호를 지속시킨 동인, 즉 국내 정치 차원에

서 이익 집단의 선호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

게 한다. 70년대 후반부터 첨단 기술, 서비스, 투자 산업 집단과 함께 미

국 내 정치 세력을 획득한 지적재산권 산업 집단은 정책 연합을 형성하

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지대 추구

행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정하용, 2005). 일례로 1985년 12월 미국 국

제지적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49)은 한국

47)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V.1.
84.1-9). (등록번호: 2013120034).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48) 외무부 통상1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요인사 방한, 1986-87. (등록번호:
21017). 서울: 외무부 통상1과.

49) 국제지적재산권연맹은 다음 7개 이익 집단의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Association
of Data Processing Organizations (ADAPSO); the Computer Software and
Services Industry Association; the American Film Marketing Association
(AFMA); the Computer and Business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CBEMA); 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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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국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미비하며 그에 따라 영

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 서적, 첨단 산업 등 미국 내 관련 산업에의

침해가 극심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한 바 있었다. 이들은 한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상 결과가 추후 벌어질 다른 개발도상국 및 지적재산권 미

보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정

부의 강력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50) 통상법 301조 조사 개시로 시작된

한미 양측 간 지적재산권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인 1987년 11월에도 미국

내 싱크탱크이자 로비 그룹인 American Council for Capital

Formation(ACCF)가 주최한 지적소유권에 대한 공공정책 회의(Public

Policy Convention)에서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적소유권을 보호하

기 위한 조치와 절차가 부적절하고 국가 별 및 국제적인 지적소유권 보

호 기준이 미비하여 국제 무역이 왜곡된다고 발언하면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듯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51)

미국 내 산업계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하

게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내 기업 역시 미국의 요구를 수용

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이를 표출하려 노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미국 산업계와

같이 이를 결집하여 효과적으로 정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 및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

50) “What happens in Korea will provide a framework for negotiations with all
other countries that do not at this time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Because the copyright law that results
from these negotiations could very well be a model for the rest of the
developing world, the U.S. government must insure that this law provide full,
modern and complete protection for foreign works.” 외무부 통상정책과. 미국
통상법 제301조 협상대책, 1985. (등록번호: 2014090089).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
과.

51) “As we see it there are two principal causes of trade distortion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inadequate enforcement of rights and deficienci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tecting rights.” 외무부 경제기구과/
통상기구과.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7. 전2권(V.2. 제
4-5차 회의). (등록번호: 2015110014). 서울: 외무부 경제기구과/통상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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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민간 기업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전달할 수 있

는 창구가 제한적이었고 또한 협회와 같이 로비 활동, 언론 활동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익집단들이 국제 통상 협상

에 의견을 표출한 것이 거의 처음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발명특허협회는 1983년 3월 물질특허 도입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

시하고52),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과 대한약품공업협회

와 공동으로 물질특허도입의 보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레이

건 대통령 방한 직전인 11월에도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53) 1985년

연말 대한약품공업협회는 물질특허대책위원회를 수립, 상공회의소에서

250여개 제약업체 대표들과 물질특허조기도입을 반대하는 결의안과 레이

건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했다.54) 301조 조사 개시 후, 1985

년 개최된 “대외경제전략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도55) 물질 특허 도입에

찬성한 측은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해외협력위원회, 한국개발연구

원(KDI), 대한변리사협회로 민간 협회 중에서는 대한변리사협회가 유일

했다. 특허청, 발명특허협회, 민간 기업 및 연구소들은 당시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 간담회가 개최된 시기는 이미 한국 정부가

물질특허 보호를 확정하고 부처 간 적정 시기를 논의 중이던 때로 이 시

점에서 제도 도입의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통상법 301조 조사 개시 이전, 저작권과 관련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국제 저작권 조약에의 가입과 외국인 저작권 보호 조치 이전에 국내 저

작권법을 개정하여 대상 저작물의 순서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보호해야한

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56) 1984년 3월 개최된 국제출판협회 총회에서

52) 여론 조사 실시 결과 155개 기업이 참여, 이 중 약 80%가 반대 뜻을 표명한 것
으로 알려졌다.

53) 「정부·기업·학계에 찬반 가열 - 물질특허 도입 시기 싸고 양론」, 경향신문,
1984년 1월 31일, 3면.

54) 「제약업계 물질특허에 다각대처」, 매일경제, 1985년 12월 17일, 11면., 「미의
물질·의약특허 개방 압력 반대 제약회사대표 3백여 명 궐기대회」, 동아일보,
1985년 12월 18일, 7면.

55) 「물질특허도입 기술 예속 우려 - 7월 한미 경제협의회 앞두고 전문가들 지
적」, 매일경제, 1985년 5월 23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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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는 미국 대표단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3단계에 걸쳐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내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불법 복사를 막고, 그 후 번역권을 보호하며 최종적으로 국제 저작권 조

약에 가입한다는 것이었다.57) 1984년 12월에는 국회 문화공보위원회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 때 저작인 협회는 외

국도서에 로열티를 최소한으로 줄여한다는 주장,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국

제저작권 조약에 가입하기 전까지 저작권법이 아닌 외국인 저작권 보호

에 관한 별도의 법을 임시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개진했다.58) 외국 서적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판매하는 리프린트 출판물

을 수입할 경우 5백억 원 이상 소요되므로 로열티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국내 출판사가 로열티를 지불하고 정상 출판을 하려하는 데에도 출판권

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리프린트를 허락하는 등의 방안도 언급되었

다.59) 출판문화협회는 1984년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

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며 필리핀과 같이 저렴하게 로

열티를 지불하는 방안, 또는 자율 기구를 설립하여 번역 경쟁과 무등록

업자의 출판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60) 이와 같이

당시 관련 업계는 저작권 협약 가입 및 외국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저작권에 대한 관련 업계의 입장은 301조 조사 개시 이후에도 동일하

게 유지되었다. 1985년 7월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로 개최된 제7회 출판

경영세미나에서 관련 업계는 국제 저작권 조약 가입 문제는 경제적 국익

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업계와 정부가 신중하게 주체적으로

56) 「출판협 공식견해 “국제저작권 보호 아직 시기 이르다”」, 경향신문, 1984년 2
월 28일, 7면.

57) 「한국의 저작권조약 가입은 이르다 - 국제출판협회 총회서 한미 이견 좁혀」,
경향신문, 1984년 3월 23일, 7면.

58) 「문공위 공청회 “외국 저작물 보호법 별도 제정이 바람직”」, 경향신문, 1984년
12월 6일, 1면.

59) 「문화계에 국제저작권 회오리」, 매일경제, 1984년 2월 27일, 9면.
60) 「외국인 저작보호 별도 입법 필요」, 동아일보, 1984년 6월 7일, 6면.; 「저작권
법의 실리와 명분 - 대화의 모임서 개정안 문제점 토론」, 경향신문, 1984년 6월
8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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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해야하며 가입 이전에 외국인 저작권을 국내법으로 보호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61) 9월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국제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성급한 정책 결정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

다.62) 그에 따라 정부는 추진 중이던 저작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내

업계의 요구에 맞추어 별도의 “외국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법”

을 마련하는 단계적 조치를 거쳐 88년 이후에 국제 저작권 협회에 가입

할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으나63) 미국 정부는 임시 조치 법안에의 무단

번역 및 복제에 대한 제재 조항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64)

1985년 11월 양국 관련 업계는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복제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대신 번역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

의에 도달했으나,65) 이는 번복되었고 한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88년 이전

국제 저작권 협약 가입, 무단 번역과 복제 제재, 외국인 저작권에 대하여

10년 간 소급 보호를 실시하게 되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제3장 제3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소

프트웨어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기 한국의 소프

트웨어 산업은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 산업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정보 산업 관련 법규와 관장 부처 또한 부재했다.66)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단계와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국제적 합

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67) 미국이 소프트웨어 지적소

유권 보호를 주장한 것은 시의 부적절했다. 301조 조사가 개시된 이후

한국정보산업협회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들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찬

61) 「출판자유와 책임한계는 구분돼야 - 국제 저작권 가입은 신중히 결정」, 매일
경제, 1985년 7월 1일, 9면.

62) 「국제저작권 조약 가입 출판협서 반대성명서」, 동아일보, 1985년 9월 28일, 7
면.

63) 「외국인 저작권 입시조치법 - 성안 출판계약 공시해야 보호」, 경향신문, 1985
년 10월 7일, 11면.

64) 「미, 저작권 보호 법안에 불만」, 매일경제, 1985년 11월 6일, 9면.
65) 「한미업자 합의 미 저작물 복제만 규제」, 동아일보, 1985년 11월 18일, 1면.
66) 「정보 산업 관장 부처 일원화 시급」, 매일경제, 1984년 10월 11일, 8면.
67) 「소프트웨어는 겨우 걸음마 단계」, 동아일보, 1985년 10월 22일,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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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으나 이 중 89.7%는 단계적 법적 보호 실시를 요구했고 보호시기

에 있어서도 약 40%가 90-92년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안이 마련되어

소프트웨어는 저작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에는 산업 발전 수준이

미약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듯 관련 이익 집단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물질특허 및 저작권과 관련한 기업과 이익 집단

들은 301조 조사 개시 전, 이미 설문조사에서부터 공식 입장 발표, 기자

회견, 성명서 발표, 대안 제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출판문화협회가 미국의 민간 출판

기업들을 접촉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협상을 시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산업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들은 소위 각개 전투를

전개함으로써 미국의 관련 업계가 규합하여 지적재산권 연맹이라는 단일

한 정책 연합을 형성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수행한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

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개별 산업의 입장을 밝히

는 것을 넘어, 이들 이익 집단이 한국 정부 또는 레이건 행정부를 대상

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로비 활동을 벌이고 어떤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

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물질특허에 관한 정부 간담회에

민간이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는 정부가 이미 물질특허 보호에

관한 기본 입장을 결정하고 난 이후로, 이익 집단의 견해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했다고 단언하기 어

렵다. 국내 이익 집단의 명확한 선호와 산발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

했던 대응 행동이 궁극적인 협상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

익 집단의 의견이 통상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제한적

이었으며 이익 집단 역시 자신들의 입장을 정치화하는 데 실패하여 윈셋

의 크기를 줄이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국내 이익집단

의 반발을 근거로 윈셋의 크기를 줄여나간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한국 정

부에는 협상 과정에 국내 이익집단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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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협상 기구의 조정 능력

통상법 301조 협상 당시 미국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무역대표부

(USTR)가 대표 협상 기구로 기능한 반면, 한국 정부에 일원화된 협상

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만한 일원화된 협상

기구의 부재가 협상 능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지적재산

권 협상을 비롯한 통상법 301조 협상 중 해외협력위원회 산하 해외협력

기획단 해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단순히 일원화된

협상 기구의 부재가 문제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이 시기 정부 부처 간,

특히 상공부와 외무부 간 알력 다툼과 함께 정부 주도 명시적인 통상 협

상의 원칙이 부재하여 부처 간 이견 조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윈셋의 크기를 좁히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자 한다.

80년대 초반까지 통상 외교는 상공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시기부터 상공부는 외무부와 일부 사안을 두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

다. 일례로 상공부는 통상외교 강화를 위해 해외 주재 상무관 증원 계획

을 발표했으나 외무부는 이보다 외무 공무원 증원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

에서 이를 반대하는 일이 있었으며68) 84년 11월 부총리 주재의 외국인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경제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외무부 장관은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한국의 입장을 설득시키면서 태세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끌고 나가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상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보호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고 사안이

시급함에 따라 막연한 대처를 할 수 없다고 대립했다.69) 86년 1월 통상

법 301조 협상 일괄 타결을 위한 협상 단장을 임명하는 데에도 상공부

장관과 외무부 대리 대사가 동시에 거론되었다.70) 외무부와 상공부 이외

68) 「해외 상무관 증원계획 부처 간 이견으로 난관」, 매일경제, 1984년 6월 29일,
1면.

69)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V.2.
84.10-12). (등록번호: 20131200035).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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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부처들도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소관 부처 사항은 양보하지

않고 다른 부처의 양보를 강요하면서 부처 간 협의가 교착 상태에 있었

다. 그에 따라 경제정책 총수인 부총리의 리더십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통상 정책이 부재 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71)

조정 역할과 관련하여 이 시기 특히 주목할 만한 조직은 경제기획원

산하의 해외협력위원회(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uncil)다. 1983

년 2월 부총리 직속기관으로 발족한 해외협력위원회는 산하에 기획단과

9개 과를 두고 있었다. 해외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장관, 해

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은 차관급에 해당했다. 해외협력위원회의 주요 업

무 내용에는 대외 경제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것,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분석하는 것, 외국인 투자와 기술 도입에 관

한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것 등이 있었다. 해외협

력위원회는 통상법 301조 협상 과정에서 담배 수입 문제, 지적소유권 보

호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60-70명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이루어져있음에도 불구, 정상 회담에 필

요한 각종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도 해외협력위원회의 업무였다.72) 한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함, 301조 조사를 위시한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1985년 발표한 개방화 정책도 관련 부처들이 의

견을 조정하는 데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해외협력위원회 안이 선택된 것

으로 분석된다.73) 통상법 301조 조사 실시 후 한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한 이후 협상 초기에도 해외협력위원회의 영향력은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해외협력위원회는 공식 협상이 시작되는 1985년 12월보다 이른 11

월에 한국 실무진을 미국에 파견하여 조기에 비공식 협상을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협력위원회는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국민감정을 고려하

였을 때, 또한 협상이 장기화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통상 압력이 강

70) 「한미 통상 협상 일괄 타결키로」, 경향신문, 1986년 1월 24일, 2면.
71) 「앨범 충격 받고도 부처 간 손발 안 맞아 논란만 거듭」, 동아일보, 1985년 10
월 28일, 2면.

72) 「해외협력위원회」, 매일경제, 1985년 6월 6일, 4면.
73) 「5백억 불 발진 신 수출 전략 <2> 통상채널 변혁」, 매일경제, 1985년 12월 2
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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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여론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기 비공식 협

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74) 이는 구체적인 입장을 확립한 후 협상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외무부는 물론, 현 시점에서 교섭단을 파견하

는 것은 한국에 실익이 없으며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전달한 미 무역

대표부(USTR)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75)

해외협력위원회는 대미 협상이 아닌 국내 부처 간 협상에서도 조정 능

력에 결함을 보여주었다. 1984년 하반기 다섯 차례 개최된 “지적소유권

관계 대외경제전략 회의”에서 해외협력위원회는 참여 부처 간 협상을 유

도하며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조속하게 결론을 도출할 것을 압박했다. 같은 해 11월 소집된 “외

국인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경제부처 장관 회의”에서는 해외협력위원

회가 (미국에) 명확한 보호 시한을 전달하지 않으면 공신력이 없고 제법

특허만을 보완하는 것은 미진하므로 물질특허 보호 시기도 앞당겨야 한

다고 주장함으로써 88년 이전에 저작권 관계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88년

이전에 물질특허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또한 제법 특허와 상표

권 보호는 즉시 보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지어졌다.76)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1985년 3월 개최된 “물질특허 보호에 관한 간담회”에서

도 해외협력위원회는 물질특허 제도 도입의 유용성을 거듭 강조하는 등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 부처 각각의 입장을 조율하고 상호 양보

를 통한 타협안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독자적인 정책 선호를 갖고 관계 부

처에 이를 설득하는 것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외협력위원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처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이 기구가 개별 산업계가 부담하게 될 단기적인 비용을 심사숙고 하거나

전문가의 견해를 수용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74) 외무부 통상정책과. 미국 통상법 제301조 협상대책, 1985. (등록번호:
2014090089).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75)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1. 1985.11월-1986.1월.) (등록번호: 2015100051).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76)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V.2.
84.10-12). (등록번호: 20131200035).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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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301조 조사가 개시되고 협상이 한참 진행되던 중인 1986년 초,

해외협력위원회 산하 기획단은 해체되어 경제기획원에 흡수된다. 경제기

획원 산하 해외협력위원회도 대외협력위원회로 개편되는 한편, 신설된

대외경제조정실이 대외 경제 장기 정책 개발, 대외 경제 홍보, 해외투자

진흥 정책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77) 그 결과 301조 협상은 상공부가

책임을 지고 보험 시장 개방 협상은 재무부가, 물질특허는 보건사회부와

과학기술처가, 저작권은 문공부가, 농수산물은 농수산부가 전담하게 되었

다. 이 결정은 기획단이 해외협력위원회 산하에 있음에도 두 기관이 중

복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조정하여 다원화 되어있던 교섭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실무 교섭에서는 각 관계 부처가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

다.78) 그러나 구조적 변화를 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술하였듯이

근본적인 문제는 부처 간 의견 조정 과정을 통해 마련된 통상 협상 원칙

이 부재하는 데에 있었으므로 한국 정부는 301조 협상 이후에도 지속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지 못하고 방

어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 레이건 행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을 당시 한국 정부의 조직도는 [그림 4-1]과 같

다.

77) 「해협위, 대외협력위로 개편」, 매일경제, 1986년 2월 28일, 2면.
78) 「해외기획단의 발전적 해체」, 매일경제, 1986년 1월 22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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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두환 정부 조직도

출처: Kim(2016)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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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레이건 행정부와 전두환 정부의 전략

301조 조사 개시 전, 미국은 일련의 법 개정을 단행하여 지적재산권과

통상법,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와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레이건 행정부가

상승적 연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미국의 GSP는

당시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이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

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던

제도다. 미국 정부는 1975년 통상법을 통과시키면서 GSP 수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고, 1976년 1월부터 85년 1월까지 GSP 1기를 실시

했다. 1984년에는 84년 통상법을 통과시키면서 1985년 1월부터 1993년 7

월까지 GSP 2기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해당 법령

은 [표 4-1]에서와 같이 수혜 국가를 선정하는 데 해당 국가의 노동권

보호 정도 외에도 투자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정도와 함께 지적소유

권 보호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79) 1985년 1월부

터 87년 6월까지는 개정된 통상법에 따라 GSP 2기를 실시하기 이전 1

기의 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면서 GSP 연장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

행하였는데, 이 시기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와 보험 시장 개방에

대한 통상법 301조 조사가 개시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GSP를 연계

하는 미국의 상승적 연계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79) 외무부 통상정책과.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6-87. 전4권(V.1. 1986.
1-5). (등록번호: 2013120012).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1) 84년 통상관세법 501조에 따르면 GSP 법안 연장 목적 중의 하나

는 개도국으로 하여금 외국의 지적소유권을 유효하게 보호하도록 유

도하는 데 있다.

(2) 통상법 50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GSP 수혜국 결정 시 해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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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지적소유권 관계 미 통상관세법 조항

출처: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V.3.

회의자료). (등록번호: 2013120036).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외국의 지적소유권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3) 통상법 50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GSP 수혜 개도국의 특정 수혜

대상 품목에 대해 “경쟁력 요구 조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바, 이

러한 경우 대통령은 지적소유권 보호 정도를 고려 사항의 하나로 포

함해야 한다.

(4) 통상법 제181조에 따르면 USTR은 미국의 상품의 수출 및 서비

스 진출에 대한 외국의 무역 장벽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서비스의

개념에 지적소유권 보호도 포함된다.

(5) 통상법 제30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하여 불합리하고 정

당화될 수 없으며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외국에 대하여 모든 적절하

고 가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6) 통상법 제104조에 따르면 서비스 교역, 대외 직접 투자 확대 및

고도기술 상품 교역에 관한 미국의 대외 교섭 목표를 언급한 바, 고

도 기술 상품 교역에 관한 교섭 목표의 하나로서 하기와 같이 지적

소유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7) 관세법 제337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경쟁 방법 및 불공정한 행위

로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상품에 대하여 수입 금지 명령

또는 관세 인상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 미국인의 지적소

유권을 침해한 상품의 대미 수출도 동 불공정 경쟁 및 불공정 행위의

하나로 간주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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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상승적 연계 전략을 통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공세 속에서 한국 정부는 두 가지 전략적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첫 번

째는 GSP에 대한 정책 선호, 두 번째는 301조 조기 · 일괄 타결 방침이

었다. 1985년 기준 한국의 GSP 수혜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15%를 차지

하고 있었고 GSP 수출 대상 품목 역시 1,000가지 이상이었다. 국제 경쟁

력이 미약한 국내 중소기업이 주요 혜택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

는 GSP 혜택을 연장하려는 데에 강한 선호를 갖고 있었다. 일례로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작성한 대통령 통상사절단 방미 자료에 따르면, 대미

실리경제외교 방안으로 GSP 수혜 존속, 미국 업계의 한국 수입 규제 저

지, 대미 수출 증진이 제시되어 있다.80) 또한 외무부 경제국은 1985년

10월 23일 작성한 “대미 통상 대책”에서 GSP 관계 규정이 지적소유권

보호 정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GSP 수혜 정지 또는 축

소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한국 정부의 명분이 약한 지적소유권 분야에

대하여 가급적 조기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또한 지적소유

권 보호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

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81) 그러나 한국 정부가 협상에 앞

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적소유권 보호를 이행하는 방안과 GSP

수혜를 포기하는 대신 지적소유권 보호를 보류하는 방안 간의 경제적 편

익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GSP 수출 776 890 1,089 1,524 1,504 1,655
GSP 품목 945 993 1,083 1,145 1,165 -
대미 총수출 4,147 5,141 5,637 7,148 10,027 10,754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18.7 17.3 19.2 21.3 15.0 15.4

80)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 상공장관 회담, 제11차 및 통상사절단 미국 방문,
1984.3.5-7. 전3권. (등록번호: 10960).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81)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V.2. 10-12월). (등록
번호: 26849).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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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연도별 한국의 대미 GSP 수혜 현황 (단위: 백만 불)

출처: 외무부 통상정책과.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6-87. 전4권(V.1 1986.

1-5). (등록번호: 2013120012).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미국 정부 또한 한국 정부의 GSP에 대한 정책 선호를 인지하고 있었

다. 그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협상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으

로 보인다. 1984년 5월 미국 정부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지적

소유권 보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침을 요청하면서 지적소유권 문제는

한국의 GSP 법안 연장 심의에 중요한 이슈라며 강조한 바 있었다.82) 지

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통상법 301조 조사가 개시되고 한국이 상품 수입

자유화 계획 및 외국인 투자 개방 계획을 발표한 이후인 1985년 10월,

주미 대사관 상무관은 Severance 상무성 아시아 · 태평양 담당 부차관

보와 면담했는데 Severance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개방화 조치가 행

정부 기대에 미흡하며 지적소유권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01조는

물론 GSP 수혜 제외 움직임도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

달했다.83) 실제로 미국 내 지적소유권 관련 단체와 업계는 1985년 6월과

10월에 개최된 GSP 청문회에서 지적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의 GSP

철회를 주장했고, 이듬해 3월에는 일부 상원의원이 한국의 수입 규제 조

치를 불공정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한국을 GSP 수혜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84)

이러한 상황은 미국 정부가 윈셋의 크기를 줄이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통상법 301조 조사와 다른 현안과의

연계를 시도한다. 미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다수 수용하는

대가(trade-off)로 GSP 특혜 연장과 시카고 취항권에 대한 확약을 받고

자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안이거나 301조

82)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V.1.
84.1-9). (등록번호: 2013120034).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83)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V.2. 10-12월). (등록
번호: 26849).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84) 외무부 통상정책과.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6-87. 전4권(V.1. 1986.
1-5). (등록번호: 2013120012).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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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승적 연계

에 어려움이 있었다. GSP 특혜를 수여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통상법을

개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와 GSP를 연계시킨 것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통상법 301조 협상과는 무관하게 항공 회담

에서 별도로 논의되고 있었던 시카고 취항 문제는 1980년대부터 미국 측

민간 기업의 거부로 이행되고 있지 않던 사안으로85) 연계 가능성에 한

계가 있었다.

한국 정부의 두 번째 전략적 취약점은 301조 조기 · 일괄 타결 방침에

있었다. 한국 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줌으로써

더 이상의 개방 압력을 모면해보자는 측면에서”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하

고 있었고86)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85년 11월 양국 간 비공식 협의를

주도한 바 있었다. 1986년 3월 외무부는 조기 · 일괄타결 방안을 주미대

사에 전달하였으며 경제기획원도 301조 협상 타결 시점을 7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조기 타결 방침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를 완료했다.87)

Kristoff USTR 부대표보 역시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과의 면담에

서 통상법 301조 협상이 1986년 8월 6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섬유 법안

거부권 번복 투표 이전에는 종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88) 301

조 조사 시한이 10월 16일이었음에도 불구, 조기 타결을 압박했다. 한국

정부는 물질 특허 소급 보호에 관하여 구체적인 적용 품목 목록을 작성

하지 못한 채 7월 21일 협상안을 타결하였고,89) 심지어 한·미 301조 협

의 타결을 위한 대표단 출장 기간(1986년 7월 15-22일) 중 새로이 제기

85) 「80년 양해 각서 미측 이행 거부」, 경향신문, 1986년 8월 30일, 1면.
86) 「미 일방통행에 끌려다닌 수비, 서울 한미통상협상의 시말」, 동아일보, 1985년
12월 13일, 5면.

87)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96. 전9권
(V.8. 1986.8-10월). (등록번호: 2015100058)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88)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96. 전9권
(V.5. 1986.6월). (등록번호: 2015100055)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89) 물질 특허와 관련, 미국 정부는 보호 대상 미시판 물질의 수를 “a handful” 이라
고 규정하였으나 협상 타결 이후 협상안 이행 시점인 1987년 5월 1139개에 달하
는 보호 대상 품목 목록을 한국 정부에 송부하게 된다.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
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96. 전9권(V.8. 1986.8-10월). (등록
번호: 2015100058)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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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미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소급 보호 요구까지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에

서90) 조기 · 일괄 타결 방침은 한국 정부가 윈셋의 크기를 줄이는 데 결

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훈령(안)

수신: 주미대사

발신: 외무부 장관

제목: 한미 경제 현안 일괄타결 추진

1. 정부는 301조를 포함한 한미 양국 간 경제 현안을 조기에 일괄 타

결함으로써 양국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조

성, 앞으로 원만하고 우호적인 통상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아래와

같은 일괄타결방안을 마련하였는바,

2. 주미대사는 국내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린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귀지 로비스트 및 변호

사들과 전략을 협의하여 4월초까지는 실질적인 협상을 종료하고,

늦어도 4월 하순 상공장관 방미 시까지는 보험, 지적재산권 301조

공식 조사 종료를 포함하는 문서상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노력 바람.

3. 본 일괄타결방안에 포함된 사안별 입장은 정부의 최종이며 개별의

안에 대한 대응이 아닌 일괄타결방안인 점을 감안, 분야별

trade-off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보험 분야는 두 개의 대안 중 1

안으로 최종 타결되도록 노력 바람.

(이하 생략)

90)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96. 전9권
(V.7. 1986.7월 21일-7월 31일). (등록번호: 2015100057)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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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조기 · 일괄 타결을 위한 훈령안

출처: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96. 전9

권(V.3. 1986.3월).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국 정부가 GSP에 대한 정책 선호와 301조 조기 · 일괄 타결 방침,

무용한 전략을 고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역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

로 바라보고 통상협상의 원칙을 결정하지 못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한국 정부의 통상 원칙 부재는 미국의 통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대미 구매사절단을 수차례 파견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구매사절단을 통해 미국 상품을 인위적으로 구매

하려는 노력보다는 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 상품이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91) 임시방편과도 같은

구매사절단에 대해 Heinz 상원의원 보좌관이었던 Bill Reinsch는 “한국

은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몇 차례 미국에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구매사절단 파견을 성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대만

의 경우 소규모 구매사절단을 수시로 특정 주에 파견하여, 몇 백만 불의

구매만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매우 조직

적, 체계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대만 정부의 전략적인 대응 양상과 비

교한 바 있었다.92) 당시 한국과 대만은 모두 발전국가 모델에 해당되지

만 통상 정책 결정의 과정과 결과에서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발전국가의 통상 정책이 단순히 비용-편익 계산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

라 정치적 고려를 함축한 결과이며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정책이 결정되는

지에 따라 정책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효과적인 상승적 연계 전략에 더하여 GSP에 대한 선호와 조기 ·

일괄 타결 방침으로 요약되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 취약성은 통상법 301

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91) 외무부 통상1과. 한·미국 경제협의회,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
4권(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등록번호: 2015100049). 서울: 외무부 통상1과.

92) 외무부 통상정책과.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6. 전2권(V.1. 1-6월). (등록번호:
2015100067).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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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료의 경제 이념

제3장 제1절에서 레이건 행정부 집권 시기를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

주의가 강화된 시기로 공정 무역(fair trade)을 명분으로 공격적인 대외

무역 정책이 집행되었다고 분석했다. 지적재산권 협상 중 전두환 행정부

의 경제 이념은 협상 조정 역할을 수행한 경제기획원과 그 산하 해외협

력위원회 엘리트의 이념적 성향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 집권 이전 경제 엘리트의 이념은 발전주의 세력과 신자

유주의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상공부와 재무부로 대표되는 발전주

의 세력은 수출 증진을 목표로 민간 부문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신자유주의 세력은 미국 유학 경험이

나 해외 경험을 갖고 한국은행,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등에서 근무하는

관료들을 말한다. 미국식 자유주의에 익숙했던 신자유주의 세력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수입 개방, 금융 자유화, 저곡가 정책 축소를 통한 안

정화 정책을 주장해왔다.93) 발전주의 세력과 신자유주의 세력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까지는 중화학공업화, 정책 금융을

주장하던 발전주의 세력이 우세했으나 전두환 대통령 집권 이후 이는 점

차 역전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의 실정을 인정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와 갈등을 거듭했던 성장주의

적 경제 정책과 단절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

합하기 때문이다(박찬종, 2018).

93) 1978년 강경식, 김재익, 김재일, 박유광 등의 경제기획원 관료들과 사공일, 김기
환과 같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위기를 해결할 대안으로 안정화
계획을 기획하기 시작했으며 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의 축소 및 금융자유화를 제안
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박찬종, 2018; 윤홍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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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상공부
주요업무 기획, 예산 및 외자 조달 수출 증진
지향 거시경제적 합리주의 미시적 성과주의

지적배경 미국식 자유주의 일본식 개발주의

인적 구성
미국유학 및 해외근무 경험,

경제학 전공

군부 출신, 공학 전공,

정통 관료

[표 4-4]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비교

출처: 박찬종, 2018.

전두환은 집권하며 박정희 정권의 상공부와 재무부 주도의 발전주의

경제 정책에서 탈피하고, 경제기획원과 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력과 결탁한다. 일례로 12·12 사태 이후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원회를 설치하고 경제과학분과위원장에 경제기획원 출신의 김재익을 임

명했다. 이후 김재익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실에 임명되고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담당한다.94) 이 시기부터 경제기획원과 개발

연구원의 신자유주의 세력이 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이

에 구태의 발전주의 세력이 반발하자 상공부와 재무부의 일부 관료가 경

제기획원 출신의 관료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윤홍근,

2013).

신자유주의 세력은 ‘안정, 자율, 개방’을 모토로 시장 개혁 혹은 시장

자유화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시장 개방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

다. 일례로 1984년 상공부 차관을 역임한 김기환은 개방론자로 해외협력

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새로이 취임하며 해외협력위원회의 영문명을

“Overseas Cooperation Council”에서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uncil”로 변경했다. 이는 단순 협력 역할에서 적극적인 정책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김기환 단장의 정책 선호와 해외협력

위원회의 업무 성격을 반영한 것이었다.95) 또한 해외협력위원회가 1984

94)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한겨례, 1992년 1월 10일, 9면.
95) 「해외협력위원회」, 매일경제, 1985년 6월 6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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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월 작성한 “지적소유권보호에 관한 정책방향(안)”에 따르면 해외협

력위원회는 국내 산업과 문화의 장기적인 발전과 원활한 대외협력 관계

를 위하여 지적소유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었다.96) 또한 홍재혁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 부단장은 “1984년

미 통상법은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미국의

개방 요구를 너무 외면한다면 더 큰 경제 보복을 당할 우려가 크다. 호

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꾸준

히 개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으며97)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301조 조사가 개시된 이후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은 경향신문

과의 인터뷰에서 “301조는 미 행정부 측에서 지적소유권 개방 같은 어떤

부문에 불만이 있으니까 앞으로 1년 이내에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협상

초대”라고 할 수 있으며 “지적소유권 문제는 대외적으로 명분이 없고 어

려움이 있기는 하나 하루 바삐 개방해야 득이 있다”고 설명했다.98)

물론 신자유주의 세력이 발전주의 세력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해서 정

책 결정 과정에 이들의 영향력이 항상 절대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1985

년 6월 경제장관협의회에서 해외협력위원회는 대미 자유무역 협정을 두

고 상공부와 대립하였고, 결과적으로 해외협력위원회가 주장한 자유무역

협정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당시 해외협력위원회는 지속적인 수출 증대

를 위해 국내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상공부는 수출 증대

를 위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었다.99) 또한 일부 국회의원은 “한미 무역 마찰에 관한 해외협력기획단

의 보고가 우리 측이 아닌 미국의 시각에서 작성되었다”며 “해외협력기

획단의 보고를 보면 마치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개방 압력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되어 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100) 그러나 상공부와 재

96) 외무부 통상정책과.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대책, 1984-85. (등록번호:
2013120039).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97) 「개방경제 어디까지 왔나 <8> 자유화 확대 – 찬반 입장 팽팽」, 동아일보,
1985년 8월 31일, 9면.

98) 「한미 무역마찰 진맥·처방을 말하는 김기환 해외협력위장 – 미의 개방압력 내
년이 고비」, 경향신문, 1985년 10월 28일, 3면.

99) 「대미 자유무역협정 싸움 – 해외협력위원회 한판 패」, 경향신문, 1985년 6월
27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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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내부 논의 과정에서는 해외협력위원회를 위

시한 신자유주의 세력의 견해가 보다 강력하게 반영되었다. 신자유주의

세력에 우호적인 정책 경향성은 “85. 10. 28. 한미 통상현안과제 및 대책

보고 시 각하 지시사항”에서 나타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개방의 진도

가 늦은 것은 자인해야하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수입 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101) 같은 장 제2절

에서 언급되었던 1985년 해외협력위원회의 개방화 정책 안(案)이 그대로

발표된 사실이나 1985년 11월 해외협력위원회의 조기 비공식 협상 개최

주장이 수용된 것,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된 “지적소유권관계 대외경제

전략 회의”에서 해외협력위원회의 지적재산권 보호 주장이 상당 부분 반

영된 점 또한 신자유주의 세력이 우세했음을 뒷받침하는 사례에 해당한

다.

100) 「기획단 보고 강렬히 비판」, 매일경제, 1985년 11월 7일, 2면.
101) 외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V.2. 10-12월). (등
록번호: 26849). 서울: 외무부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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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원칙

협성 전략이 아닌 연성 협상 전략을 선택하게 된 국내 정치 동학을 분석

하는 데 있다.

기존 연구에서 통상 협상 전략, 특히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양자 간 협

상에서 각국이 선택하는 협상 전략은 국가 간 물리적 힘의 격차가 반영

된 결과로 이해되어 왔다. 한편, 미국 무역 수지의 악화, 또는 한국 전두

환 군사 정권의 특수성과 같은 국가 수준에서의 정치 · 경제 변수를 통

해 한미 양국의 전략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들 연구는 미국이

자국에 대하여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다수의 불공정 무역 상

대국 중에서도 한국을 지적재산권 보호의 첫 타자로 삼은 것이나 한국

정부가 80년대에 한미 통상 협상이 추진되었던 다양한 산업 부문 중 지

적재산권 협상에서 사전에 협상 원칙을 수립하지 못하고 특히 수세적인

연성 협상 전략을 취하게 된 원인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논문은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힘의 격차와 국내 정치

· 경제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국제 통상 협상의 단일한 행

위자가 아니며 상이한 의견들이 경쟁하고 있었다고 전제한다.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익 집단, 조정 기구, 정부 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상호 작용했

고 협상 상대국가인 미국의 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기에 수세적인

연성 협상 전략이 도출되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국내 이익 집단의 정책 연합 형성 실

패, 이익 집단이 협상 전략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의 부재, 단

일한 조정 기구의 부재와 해외협력위원회의 조정 역할 미숙, 미국 정부

의 성공적인 상승적 연계 전략과 한국 정부의 조기 · 일괄 타결 방침,

행정부 정책 엘리트의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한

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협상 과정에서 윈셋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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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과적으로 연성 협상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

적재산권 협상과 관련된 국내 이익 집단들은 여론 조사 시행, 결의안 채

택, 미국 업계와의 비공식 접촉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관련 기업과 산

업을 보호하고자 시도했으나 이들 관련 업계 - 정밀 화학 업계, 제약업

계, 출판업계 - 가 단일한 연합을 형성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웠

다. 이는 미국 내에서 소프트웨어 · 컴퓨터 업계, 음반 및 영화 산업계가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라는 단일한 이익 집단을 형성하여 미국 의

회에 대하여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인 것과 대조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에서는 각 산업의 발전 수준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계

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여론 조직 활동을 벌이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정부 차원

에서는 이미 물질특허 보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결정한 후

에야 민간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익

집단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려는 창구를 마련하지 않았다.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 상공부와 외무부의 알력 다툼, 나아가 부처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협력위원회의 조정 능력 부족은 한국 정부가

윈셋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줄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외무부

와 상공부, 과학기술처 등 관계 정부 기관들이 소관 사안을 양보하지 않

고 이익 집단과 마찬가지로 관련 산업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가운데, 해

외협력위원회가 이들의 견해를 조율하여 타협안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조

기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양보할

수 없는 협상의 원칙을 마련하거나 협상 하위 항목 간에 우선순위를 결

정하여 윈셋의 크기를 축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GSP 특혜 수혜를 유지하려는 데 강력한 선호를 갖고 있

다는 점을 포착한 레이건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협상과 GSP 연장 심의

를 비슷한 시기 동시에 전개하며 상승적 연계 전략을 구사하였고, 한국

이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GSP 연장에 실패

할 것이라고 압박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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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 수혜를 지속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GSP

수혜 존속에 대한 선호가 완고하여 윈셋의 크기를 줄이지 못하게 되었

다. 또한 한국 정부는 협상 타결 시일을 미리 결정해놓고 조기 · 일괄

타결 방침을 고수했는데, 그로 인해 이를 인지한 레이건 행정부가 협상

타결이 촉박한 시점에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요구 사항을 추가하였음

에도 고육지책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상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통상 협상의 원칙이 부재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발전국가 모델에 속하는 80년대 한국의 경우에서

통상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편익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함축된 결론이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요인은 경제기획원과 해외협력위원회 정책 엘

리트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을 시작하며

박정희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의

엘리트들을 적극 등용했다. 이들은 미국 유학과 해외 근무 경험을 통해

미국식 자유주의에 지적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공부 · 재무부 출

신의 기존 관료들과 차이가 있었다. 이들에게 지적재산권 보호는 한국이

국제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으로써 찬반양론이 존

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정부가 협상 전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은 적극 반영되었고, 이는 지적재산

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이 아닌 제도 도입의 시기를 논의하는 데 치중하

고 있는 당시의 회의 자료 다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통상 협상 전략이 선택되는 과정을 국내 정치 차원에서 분

석함으로써 국내 제도의 배열로 인해 만들어지는 정치 행위자의 정책 결

정 과정 참여 기회와 이들이 형성하는 정책 연합, 나아가 협상 상대국이

구사하는 전략에 따라 통상 협상에서 정부가 선택하는 전략이 결정된다

는 점을 확인했다.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의 사례에서 전두환 정부는 레

이건 행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다수 수용하며 협상을 종결지었

지만, 이는 미국 정부가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으

로 강제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책 엘리트의 경제 이념과 이익 집단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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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인 반론 표출 기회, 정부의 GSP 수혜 존속 동기와 조기 · 일괄 타

결 방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세계 시장이 통합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 강대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연성 전략’에 제한되지 않고 ‘원칙 전략’의 선택 가능성도 존재하며 그러

한 가운데 통상 전략은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상호 작용을 통해 결정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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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9일 김종호 국회 예결위원장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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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초 특허권 및 저작권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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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대응 전략 마련
11월 20일 지적소유권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회의

11월 22일

지적소유권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 회의

- 부총리,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보건사회

부, 과학기술처, 문화공보부 장관 및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특허청장,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한국개

발연구원장 참석

- 1988년 이전 저작권 관계 국제 협약 가입 및 국내법

정비를 통해 외국인 저작권에 대한 단계적 보호안 마

련에 합의
11월 23일 제5차 지적소유권관계 대외경제전략 회의
11월 29-30

일
제1차 한 · 미 저작권관계 실무회의

12월 5-7일 제3차 한 · 미 철강협상
12월 10-11

일
제5차 한 · 미 섬유회담

1985년
1월 중 미 의회, 섬유 수입규제 법안 상정
3월 중 미 정부, 한국에 비공식 관심 품목 리스트 전달
3월 4일 물질특허 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3월 6-8일

대외경제전략에 관한 정책간담회

- 주요 분야에 통상, 서비스 교역, 지적소유권, 해외이

주 및 해외 취업, 남남협력, 투자 및 기술 포함

- 3월 7일 물질특허 보호에 관한 간담회 개최

3월 15일

지적소유권 관련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

- 물질특허,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상표권에 대한 논의

진행

3월 19일
미 IBM 서울 지사, 정보처리 산업 육성법에 대하여 외

무부에 부정적인 의견 전달
5월 중 상공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마련
6월 중 제4차 한 · 미 경제협의회
7월 중 미 의회, 수입 과징금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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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사공일 경제수석 비서관 방미

- 미 의회 내 분위기가 완강하고 보호주의가 팽배하다

는 점 및 시장 개방과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한 로비

가 강력하다는 점 전달 받음
9월 7일 미 레이건 행정부, 보험 분야 301조 조사 지시

9월 10일
미 영화수출협회,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영화시장

301조 위반 제소
9월 23일 미 레이건 행정부, 신통상정책 발표

10월 7일

경제장관 간담회 개최

- 상품 수입 자유화 계획 및 외국인 투자 개방 계획을

10월 중 발표할 것으로 논의

10월 15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Smith USTR 부대표 및

Piez 국무성 동아태국 경제담당 부차관보 면담

- 10월 19일까지 개방 시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 전

달. 지적소유권 문제는 개방 시책에서 제외됨. Smith

USTR 부대표와 Piez 국무성 부차관보 모두 지적소

유권 포함의 중요성 강조.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상무관, Severance 미 상무성 아

태담당 부차관보 및 McFadden 아태지역 과장 면담

- 지적소유권 보호 문제 해결 요구받음.

10월 16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Allgeier 대표보 면담

- 미국은 한국의 시장 개방 계획이 미흡하고 지적소유

권 보호 조치에 진전이 없다는 점 강조.
미 레이건 행정부, 지적재산권 분야 301조 조사 지시.

10월 17일

미 하원 무역실무위원회, 민주당 Trade Package 개요

발표

- 주요 내용에 달러화 고평가 및 달러화 자본 유입 시

정, 수출 증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시정 조치

강화, 무역 조정 지원 사업 포함.

10월 25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상무관, Prestowitz 미 상무성 부

차관보 면담.

- 불공정 거래 조사 대상은 관세, 쿼터, 수입 허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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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절차, 안전 기준, 정부 조달, 정부와의 관계, 카르

텔, 수송 제한, 지적소유권, 위조품 수출 등 거의 모

든 것이라는 정보 전달 받음.

10월 29일

외무부, Walker 주한 미국 대사 면담

- 한국 정부가 대만 정부의 저작권 보호 약속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301조 발동이 저지되었을 가

능성 언급.
11월 25-27

일
제1차 보험 및 지적재산권 301조 실무협상

11월 30일 -

12월 12일
강영식 수산청장, 어획 쿼터 교섭 차 방미

12월 6일 한 · 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실무협상
12월 9-12일 제2차 보험 및 지적재산권 301조 실무협상
12월 26일 미국 측 대안 접수

1986년

1월 13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 Baldridge 상무장관 예방

- 양국 간 통상 문제 및 한국산 앨범 반덤핑 조기 재심

(Expedited Review) 논의

1월 28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 Smith USTR 부대표 면담

- 한국 측 대안 제시
1월 31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 Smith USTR 부대표 면담

2월 3일
보험 분야 미국 측 양해각서(MOU) 안 및 추가 협약

(Side-Letter) 안 접수

2월 4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Kristoff USTR 부대표

보 면담

- 보험 문제 관련 실무협의

2월 6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Kristoff USTR 부대표

보 면담

-보험 및 지적재산권 타결 방식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

통보 및 미국 측 입장 파악
2월 7일 ㈜삼성반도체 ITC 피소

2월 12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 Smith USTR 부대표 면담

-보험 분야 한국 측 서한교환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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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 Smith USTR 부대표 면담

2월 20-21일
Smith USTR 부대표 방한

-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면담 협의
2월 21-22일 USTR 대표단 방한

3월 11일

부총리, 재무장관, 경제수석 앞 Smith USTR 부대표 서

한 접수

- 보험 분야 미국 측의 서한 교환 안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Allgeier USTR 대표보,

Kristoff 부대표보 및 Self 부대표보 면담

- 301조 관련 보험 MOU 안과 지적재산권 소급효에 관

한 미국 측 입장 청취 및 의견 교환

3월 18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 Smith USTR 부대표 면담

-지적재산권 소급효 인정 및 보험 중심 협의

3월 27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 Smith USTR 부대표 면담

-한국 측 일괄타결안 구두 제시

4월 1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Kristoff USTR 부대표

보 면담

- 보험 분야 미국 측 서한 교환안 접수

4월 2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Kristoff USTR 부대표

보 면담

- 보험 문안 관련 협의

4월 9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Kristoff USTR 부대표

보 면담

- 지적재산권 소급효 관계 질문서 전달 및 의견교환

4월 16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Kristoff USTR 부대표

보 면담

- 지적재산권 소급보호 관련 한국 측 답변자료 전달 및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법안 내용에 대한 미국 측 의견서 접수

4월 21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Kristoff USTR 부대표

보 면담

- 보험 분야 미국 측 합의문 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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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4월 24일 미국 측으로부터 보험 합의문안 접수

4월 29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Allgeier USTR 대표보

면담

- 저작권 법안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법안의 미국

측 검토 의견에 대한 한국 입장 전달

5월 2일
제2차 한 · 미 GSP 실무협의

- 미국의 대한국 GSP 공여 논의

5월 15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 Smith USTR 부대표 면담

- 보험 분야 합의

5월 20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Kristoff USTR 부대표

보 면담

- 보험문안 확인 및 미국 측 지적재산권 합의문안 접수

5월 21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 Smith USTR 부대표 면담

- Yeutter USTR 대표 방한 전 협의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Kristoff USTR 부대표

보 면담

- 저작권 소급효 및 미시판 물질 보호에 관한 미국 측

쌍무 협정안 접수 및 의견 교환

5월 27일 -

6월 1일

Yeutter 미 통상대표 일행 방한 중 301조 협의

- Yeutter, Allgeier, Smith와 한국 관계 부처 간 협의

하에 특허 분야 원칙적 합의

6월 6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 Smith USTR 부대표 면담

- 지적재산권 분야 미합의 사항에 대한 미국 측 제의

접수

6월 9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Kristoff USTR 부대표

보 면담

- 저작권법안, 특허법안 및 상표법안에 대한 미국 측

대안 접수 및 GSP 문제와 301조 타결계기 홍보 문제

협의

6월 19일
제3차 GSP 실무협의
외무부 제2차관보, Allgeier USTR 대표보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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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문에서 활용한 외교부 외교사료관자료와 언론자료를102) 취합하여 정리.

102) 「한 · 미 통상협상 일지」, 매일경제, 1986년 7월 21일, 2면.

- 301조 타결 발표 시 GSP 수혜 지속과 항공 관련 약

속 발표에 대한 한국 측 요청 및 미국 측의 거절
6월 23-24일 제5차 한 · 미 경제협의회
6월 23-26일 Allegeier USTR 대표보 방한, 301조 실무협상

7월 1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 Smith USTR 부대표 면담

- 저작권법 신규조항 신설 및 국제협약 발효시기 관련

협의

7월 7일
주미 대사관 공사, Allgeier USTR 대표보 면담

- 미결문제 협의
7월 15-20일 301조 협상
7월 21일 양국 간 통상 현안 일괄 타결 및 공식 발표
11월 6일 미 중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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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tics of

Trade Negotiation Strategies:
A Case Study of the U.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 in 1984-86

Jieun Le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Science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ing factors of

the negotiation strategy by analyzing the progress of the U.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s from 1984 to 1986. The study

is based on Robert D.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which

emphasizes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During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took a soft negotiation strategy against the Reagan

administration, influenced by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Individual countries can choose among hard negotiation strategy,

principled negotiation strategy, and soft negotiation strategy in trade

negotiations, however, the type of strategy available at different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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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limited by the relative power between the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U.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 it was

impossi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a hard negotiation

strategy against the U.S., the hegemon. Korean government’s choice

was made between the two options and the outcome of adopting soft

negotiation strategy resulted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namely, domestic interest groups’ preference

and response; coordination capacity of the government’s negotiating

body; Reagan administration’s synergistic linkage strategy; and

economic ideology of Korean bureaucrats.

Domestic interest groups in Korea were aware that the U.S.

demands are against their economic interest but failed to form a

strong coalition to realize their interests. They tried to express their

opinion by submitting proposals to the government and holding

rallies, but their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was limited.

Within the government, there was a conflict over the issue,

especially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The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uncil under the

Economic Planning Board who was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to

coordinate among the line ministries had its own policy preferences

and sought to persuade the ministries to accept that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inevitable. As a result, it was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on to work out a coordinated deal through

inter-ministerial consultation, and the U.S. demands across all areas

of patents, copyrights, and software were accommodated.

Meanwhile, the Reagan administration’s synergistic linkage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 and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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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and outcome. Recogniz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a

strong preference in extending GSP benefits, the Reagan

administration threatened to exclude Korea from the second phase of

the GSP unless it impleme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addition, Korea’s preference for the early conclusion and the single

undertaking has been known to the U.S. government and adversely

affected Korea’s position. The U.S. added retroactive protection

granted to software, which had not been discussed beforehand, to its

requirements at the very last minute of the final settlement for Korea

to accept.

Finally, the neo-liberalist forces that emerged with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s inaugura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ttl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s.

President Chun has appointed those elites who supported lowering

trade barriers from the Economic Planning Board and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wh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has been a long-run policy task. The neo-liberalistic economic

ideology of the policy decision-makers also widened Korea’s win-set,

giving leverage to the U.S. in the negotiation.

Keywords : U.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 Strategy, U.S. Trade

Policy, Two-Level Game

Student Number : 2017-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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