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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6년 1월 북한의 4차 수소탄 핵 실험과 연이은 광명성 4호 로켓 발사에 

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United Nations: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

리, Security Council) 결의안 2270호의 유례없이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 내

용은, 북한에 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규탄 의지를 반증한다. 이전 3개의 

UN 결의안에 따른 북 제재 조치 모두 이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으

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의안은 그 간의 경험을 토 로 북한

을 짧은 기간 동안 강하게 압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

다. 그런데 북한은 또 다시 5차 핵 실험의 가능성을 선전하는 상황이라, 미

국은 주변국들의 다자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을 한 단계 더 강하게 압박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경제 수단을 이용한 

제재 조치의 시행은 국제통상체제에서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 조항

을 통해 허용된다. 하지만 실제 본 조항은 구조적인 한계점으로 인한 적용에

서의 모호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한 여러 통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의 무의미한 조항으로 남아있다. 1947년 일반관세무역협

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위해 쓰여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내 GATT, 일반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까지 거의 

그 로 양산된 안보예외 조항은 무역과 국가 안보에 한 관계를 정립하고 

응하기 어렵게 하는 현(現) 통상체제의 허점으로 존재한다. 점점 더 늘어

나는 교역량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확 가 공동의 이행 

없이는 피제재국에 한 제재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

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다시 말해, 무역 자유화는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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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2차 제재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이

러한 경우, WTO 회원국들 간에 통상 이익 침해의 범위와 분쟁 발생의 교점 

또한 커지게 된다. 

현재의 WTO 안보예외 조항은 (c)항을 통하여 UN 헌장 제7장에 따르는 

다자제재 조치를 인정하는 데에 반해, 다자 의무 조치로 규정되지 않은 후속

적인 2차 제재 조치의 범위에 해서는 명확한 경계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북 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주목할 만

한 것은 미국의 2차 제재 조치에 한 중국의 통상 분쟁화 여부이다. 비슷한 

사례로, 크림반도 사태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미국 ‧ EU ‧우크라이나와 러

시아가 서로 제재 조치를 시행하여 심화되고 있는 통상 갈등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WTO에는 EU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안보예외 조항을 원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상 분쟁의 형태로 제소한 사건이 무려 9건이나 등록되어 있

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5년 12월에 열린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 1982

년 회의에서 안보예외 조항의 적용에 한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하자고 선언

한 의제를 부활시키고자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안보예외 조항의 원용 

가능성에 한 직접적인 관심을 보 다(WTO, 20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북 2차 제재 조치 사안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언제든지 그 

조치와 안보예외 조항의 합치성 검토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주변국들의 다자 조치 이행 의지를 제고하고

자 하는 우리나라의 목표와 바람이 미국의 입장과 동일선상에 존재한다는 점

에서, 미국의 2차 제재 조치 시행 여부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차 제재 조치의 시행 범위, 

방법, 기간에 따라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

한에 한 지나친 정책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2차 제재 조치와 안보예외 조항의 합치성 검토는 ‘과도한’ 무역 장벽

적인 조치를 규제하고 주권 국가들이 각국의 외교 ‧통상 정책의 균형을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그런데 WTO뿐만 아니라 자유

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통해 조금씩 다르게 발전해 온 



4   유지영

몇몇의 안보예외 조항 문언은 2차 제재 조치에 한 남용 가능성을 더욱 키

울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 이것이 향후 국제통상체제의 질서에 어떤 역

할을 하게 될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행되고 있는 북 제재 조치에 따른 한국, 미국, 중국

의 잠재적인 통상 갈등 양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제통상체제 하

에서 이번 2차 제재 조치의 합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다자 

조치인 UN 결의안 2270호의 내용과 미국, 중국, 한국의 북 양자 조치의 

내용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 소개하는 기존 연구의 안보예외 조항 

분석에 따른 틀을 이용하여, IV장에서는 WTO와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

는 안보예외 조항과 이번 미국의 2차 제재 조치의 합치성을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V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법적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현재 무역

과 안보에 관한 통상 규범에 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북 제재 조치

1. 다자 조치: UN 결의안 2270호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핵무기 개발 선언에 따라 북한의 UN 가입 

이래 최초로 결의되었던 결의안 825호를 시작으로, 이번 UN 결의안 2270호

는 북한과 관련된 총 7번째 UN 안보리 결의안이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

차 핵실험 이후 UN 헌장 제7장 41조 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북 경제

제재 조치를 처음으로 합의한 결의안 1718호 이후로,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

될 때마다 국제사회는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경제제재 조치 내용을 결의하는 

것으로 응해 왔다. 결의안 2270호는 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개발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조치 외에도 간접적으로 

WMD 개발에 향을 줄 수 있는 북한 제반과 관련된 포괄적인 조치들을 포

함하고 의무화하 다는 점에서 이전 조치들과 차별화된다. 



 대북 제재 조치와 WTO/FTA 안보예외 조항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   5

이번 결의안은 확실한 WMD의 자금원 차단을 목적으로 총 52개항의 본

문과 4개의 부속서를 통해 무기거래, 제재 상, 확산 네트워크, 해운 ‧항공

운송, 량살상무기 수출통제, 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사치품 등 여

러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제재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외교역 부문에서는 

WMD 개발 물자의 캐치올(catch-all) 제도의 의무화에 추가적으로 석탄, 철

강과 같은 광물자원의 수출과 북 항공유의 판매 및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 상품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의 수출 금지 조치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직접적으로 막으며 북한 정권의 자금원을 직 ‧간접적으로 

차단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02/13).

수출 금융거래 제한 면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감시하는 이전의 

제재 형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회원국 내 북한 은행과 북한 내 회원국 금

융기관의 지점과 계좌의 신규 개설 금지 및 기존 지점의 90일 내 폐쇄를 요

구하고 있다. 광물로써의 금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 외에도 금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확히 하 다. 자금의 유출 ‧입 통로를 모두 막아 북한의 

제재 회피 방안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북한의 자산 동결 제재 상 리스트에는 개인 16명과 기관 12개

가 늘어나 총 60개가 지정되었고, 제재 회피를 최소화 하고자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제3국의 개인과 북한 외교관 모두의 추방을 의무화하는 강력 조항이 

첨부되었다. 그 외에도 회원국의 재량으로 북한 행 ‧발 화물을 검색하도록 

권고하 던 조항은 의무 조항이 되었고, 북한 선박의 회원국 입항과 북한 항

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공 통과를 불허하는 조항을 통해 해상 및 항공 

운송을 통한 WMD 물품 조달 통로를 전면 봉쇄하 다. 사치품의 금수 상 

종류는 7개에서 12개로 늘어났으며, 기타 선박 관련 서비스와 항공 관련 서

비스 및 교육, 어떠한 군사 훈련 및 기술 협력 또한 이번 결의안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번 UN 결의안 2270호가 이전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고 강력해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차단의 사각지 가 잔존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8항의 

석탄, 철, 철광석의 수출금지 조항은 합의 과정에서 중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민생목적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한다는 (a)호가 삽입되어 실질적인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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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가 확보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있다(Godement, 2016). 러시아의 

목소리가 반 되어 삽입된 8항 (b)호의 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이 

WMD와 무관하기에 제재위원회에 사전 통보 시 인정된다는 예외 요건 또한 

우회 통로의 예시라는 지적이다(이기범, 2016).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산업

군 수출통제(sectoral ban)는 광물자원 산업 외에 중국과 북한의 교역이 활발

한 섬유산업에서의 상품 수출과 노동력 파견에 한 통제가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이기범, 2016). 결국 이번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에는 짧은 기간 동안 확실하게 제재 조치를 시행하여 

효과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2. 양자 조치

1) 미국

2016년 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 상 ‧하원

은 초강력 북제재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오바마(Barack Obama) 통령이 

서명하여 이를 발효시켰다. UN 결의안이 합의되기 이전에 이미 미국은 독자

적으로 한 단계 강화시킨 북제재안을 준비하 고, 이에 포함된 광물 수출

거래 금지 조항 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번 UN 결의안의 기초가 된 것으

로 보인다. 현재 UN 결의안 2270호는 미국에서 북제재법과 국제비상경제

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77)을 근거로 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22호의 발동으로 이행되고 있다. 

북제재법은 제3국의 개인과 단체의 제재(2차 제재)를 의무화 하지 않고 

행정부의 관련 조치에 한 재량권을 보장한다는 점이 이전의 이란포괄적

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과 상이하다. 하지만 행정명령 13722호는 이번 UN 결의안을 

미국 내에서 발효시킬 뿐 아니라,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 해서도 북한과 

어떠한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2차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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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가들의 이행 협조를 촉구하

는 동시에 미국은 UN 제재의 사각지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차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2016년 6월 미국은 애국법(Patriot Act) Section 311을 발동하여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역외 적용 가능한 북 금융제재 조치

를 시행하 다. 이번 금융제재 조치의 시행은 과거 북한 정권의 돈세탁 우려

에서 시작된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DA) 계좌 동결 조치의 경

험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에서 

2005년 9월 개정된 애국법을 통해 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시행한 마카

오 소재 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는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싱가포르 

등의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북한과의 거래 계약을 잇따라 파기하는 결과

를 낳았다. 제3국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제재 조치에 동참한 결과, 사실

상 김정일 정권의 자금원을 차단시켜 제재의 효력을 증폭시킴으로써 미국이 

시행하던 기존의 독자적인 포괄적 제재 조치에 비해 훨씬 실효적이었다는 분

석이다(Rennack, 2006: 19-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한은 오히려 1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국제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으나, 적어도 북 제재 조치

의 단기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공동 이행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위와 같은 경험을 토 로 시행된 이번 역외 적용 가능한 금융제재 조치는 

2005년에 BDA 한 곳을 겨냥했던 것과 달리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

관을 상 로 제재하는 훨씬 강력한 조치이며, 이는 특히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의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Sanger and Corkery, 2016). 

결국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을 몰아 중국의 제재 이행 의사를 떠 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과 거래를 하던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Perlez, 2016).

미국이 2차 제재 조치의 범위와 방법에 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단기 내 확실한 제재 조치를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는 반증이다. 하지만 UN 결의안 2270호는 회원국 내 북한 계좌 또는 북한 

내 회원국 계좌의 동결 및 지점 폐쇄 조치 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개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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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의 독자적인 2차 제재 시행 허용 여부에 해 다루고 있지 않다. 중국의 

협조가 이번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되는 가운데, 미

국의 단독 2차 제재 조치 시행으로 불거질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 

양상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중요한 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과거에 비하여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한 의

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책임론과 미국이 고강도 제재 조치에 한 

협조를 촉구하는 압력에 해서는 지속적인 반감을 나타내고 UN 제재의 이

행 조치를 아직 제 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 경제 전체

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타격하는 것만이 제재

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통일연구원 현안 책팀, 

2016: 31).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미국이 고수하던 UN 결의안 초안의 원유 

공급에 한 금지 조항을 배제시키고, 광물자원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에 민

생목적의 예외를 추가하도록 설득하고, 선박 감시에 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데에 많은 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주장을 최 한 수용하 으며 UN 결의안 2270호의 합의 내용에 하여 양국 

외교장관은 안보리 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서 중 한 진전이 있었다는 발표

를 하 다(통일연구원 현안 책팀, 2016: 32). 이전 3개의 북 제재 결의안

에 한 무관심과 동조 거부 의사를 보이던 모습에 비하여 이번에 중국은 확

연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루어진 G7 정상회담에서 국가들이 중국을 남중국해 

연안 토분쟁 건으로 압박하자 결국 중국은 북한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시진핑 주석은 리수용 부위원장을 만났고 북 ‧중 관계의 진전을 선전하듯 언

론 보도를 하 다(KBS News, 2016/06/04).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를 

언급하지만 결국에는 북한과의 화를 시도하며 미 ‧중 간 미묘한 경쟁관계

의 줄다리기를 하는 중국의 태도에 한 신뢰성은 떨어졌다. 이는 미국이 검

토하던 북 2차 제재 조치를 역외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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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이번 4차 핵실험과 연이어 5차 핵실험에 한 위협을 보이는 북한에 하

여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 때 적으로 시행했던 5 ‧ 24 조

치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통일연구원 현안 책팀, 2016: 21). 그 일환으로 지

난 2월 우리나라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적인 가동 중단을 선언하 다(YTN, 

2016/2/11). UN 결의안의 내용에는 석탄과 특정 광물 수출 ‧입에 관한 금수

조치 외에 일반 재화에 한 산업군 수출 ․입 통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개성

공단의 가동 중단 조치는 UN 조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한국의 단독 조치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면서도 그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 크다. 또한 국제사회는 개성

공단이 북한으로 외화가 유입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었기에, 이번의 즉각적인 조치는 국제사회의 

북 제재 협조를 요청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에 한 몫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치는 역외 적용하는 조치가 아니기에 북한 외의 제

3국과의 직접적인 통상 마찰은 보이지 않지만, 추후에 보다 포괄적인 2차 제

재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잠정적인 분쟁의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군사적으로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과의 비밀 군사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북한에 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이란의 안보리 

제재 이행에 한 충실한 협조 또한 요청했다(박근홍, 2016). 한 ‧미 양국 간

에는 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DD) 배치 가능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통일연구원 현안 책팀, 2016: 21), 이는 한 편 중국과의 갈등을 고

조시키기도 한다. 중국의 북 제재 이행 협조가 무엇보다 관건인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향을 모두 받는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적 

난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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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제통상체제의 안보예외 조항1

경제제재 조치는 비단 정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과 국민 

경제에 향을 미치는 통상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비차별 원칙과 수량제한 금지 원칙으로 이루어진 WTO체제는 순전히 상업

적인 이익을 위한 무역제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GATT 제

XXI조, GATS 제XIVbis조, TRIPS 제73조의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 

조항을 통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제재 조치는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안보예외 조항들은 1947년에 쓰여진 GATT 

협정의 제XXI조를 거의 그 로 양산한 형태이다. 국가안보라는 이유에 하

여 다자무역체제의 강력한 기본 원칙들에 한 예외를 지정할 때에는 이에 

걸맞는 적법성에 한 기준이 있을 만하다. 그러나 조항의 명확한 해석을 위

한 기준이 판례를 통해 발전하지 못한 안보예외 조항은 지금까지 관련 통상 

갈등을 축적시킬 뿐, 분쟁 해결의 역할을 하지 못하 다. 심지어 최근 FTA

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안보예외 조항은 그 모호함의 문제점

을 해결할 본보기를 제공하기보다 특정 조치의 정당화를 통한 오 ‧남용이 우

려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1. WTO 안보예외 조항 관련 사례와 법적 분석

경제제재 조치를 행위자 기준으로 분류하 을 때, 다자조치는 UN 안보리

의 결의안을 통해 시행되고, 주권 국가는 국제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1. 본 장은 Yoo, Ji Yeong and Dukgeun Ahn. 2016. “Security Exceptions in the 

WTO System: Bridge or Bottle-Neck for Trade and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9(2): 417-444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요약하여 담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해당 논문을 살펴보기 바란다. III장의 목적은 IV장에서
의 분석을 위한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내용을 소개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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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청 분쟁 사건명 문서번호 제소국 원용조항

1949년 *US – Issue of export licenses
CP.3/

SR22-II/28
체코슬로바키아

제XXI조 

(b)(ii)항

1951년
US – Suspension of obligations 

between the US and Czechoslovakia 
CP.5/5-II/36 체코슬로바키아

제XXI조 

(b)(iii)항

1954년
Peru – Prohibition of Czechoslovakian 

imports
L/2844 체코슬로바키아

제XXI조 

(b)(iii)항

1982년

4월 30일

EC, Australia, Canada – Trade 

restrictions affecting Argentina applied 

for non-economic reasons

C/W/402 아르헨티나
제XXI조 

(b)(iii)항

1983년

5월 11일

*US – Imports of sugar from 

Nicaragua
BISD/31S/67 니카라과

제XXI조 

(b)(iii)항

1985년

5월 6일

*US – Trade measures affecting 

Nicaragua
L/6053 니카라과

제XXI조 

(b)(iii)항

1992년

1월 13일

EEC – Trade measures taken by the 

EC against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L/6948 유고슬라비아

제XXI조

(b)(ii),

(iii)항

*은 패널 보고서가 회람된 사건임을 의미한다.2

<표 1> GATT체제에서 안보예외 조항을 원용했던 분쟁 사건2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보예외 조항은 (c)항에서 국제 평화 및 안

보의 유지를 위하여 UN 하의 자신의 의무에 따라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제기구 간의 조화를 위해 UN이 인가한 

경제제재는 WTO에서도 그 의무를 우선시 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들의 

독자적인 무역제재 조치의 경우에는 (a)항과 (b)항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할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GATT 체제 및 WTO 

체제의 통상 분쟁 역사에서 원용되었던 안보예외 조항은 GATT 제XXI조뿐

이므로 현재까지는 상품 교역에 한 안보예외 조항 적용에 한 갈등만이 

공식적으로 제소된 바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안보예외 조항이 원용되었던 

분쟁 사건은 총 10건이었으며 패널 보고서가 회람된 것은 3건, 그 중 실제 

 2. 본 표는 Yoo, Ji Yeong and Dukgeun Ahn. 2016. “Security Exceptions in the 

WTO System: Bridge or Bottle-Neck for Trade and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9(2): 417-444의 431쪽에 실린 Table 1의 국문 해석
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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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WTO체제에서 안보예외 조항을 원용했던 분쟁 사건3

협의요청 분쟁 사건명 사건번호 제소국 원용조항

1996년 

5월 13일

US – The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DS38 EC 제XXI조

2000년 

1월 14일

Nicaragu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from 

Honduras and Colombia
DS188 콜롬비아 제XXI조

2000년

6월 6일

Nicaragu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from 

Honduras and Colombia
DS201 온두라스 제XXI조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 사건은 오직 1건이었다.

기본적으로 무역제재와 관련한 제소 건수가 적은 원인에 해서는 GATT

체제와 WTO체제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GATT 체제는 

냉전시 와 시기상으로 맞닿아 있는데, GATT 회원국의 숫자가 점차 늘어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에는 100개국 이상이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미 동맹

국과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체제 다. 공산권 국가를 향한 

미국과 그 외 국가들의 무역제재 조치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GATT 회원국

이었던 체코, 쿠바, 니카라과를 제외하면 제재 조치가 최혜국 우 원칙에 위

반될 여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ATT에 제소할 만한 무역

제재 조치 관련 분쟁 자체가 적었다. 다만, GATT는 체제 면에서 매우 약한 

정체성을 띠고 있었으며,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구가 없이 체약국들 간의 정치

적인 이해관계가 패널 판정에 더 큰 향력을 주는 구조 기에, 민감한 사안

에 한 명확한 결론을 회피하 던 것으로 보여진다. 

1995년 WTO가 설립되면서 GATT 체제보다 더욱 독립적이고 객관적이

며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가 등장하 는데, 

관련 사건의 제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과 다르게, 안보예외 조항

이 원용되었던 WTO 사건은 3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외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량살상무기의 비확산운동, 테러 응과 같은 이유로 UN 

 3. 본 표는 Yoo, Ji Yeong and Dukgeun Ahn. 2016. “Security Exceptions in the 

WTO System: Bridge or Bottle-Neck for Trade and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9(2): 417-444의 434쪽에 실린 Table 2의 국문 해석
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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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조치와 그 외 다양한 이유로 각 국가들의 독자적인 무역제재 조치

의 수가 줄지 않았던 것(Hufbauer and Schott, 2007; Hufbauer et al., 

2012)에 비추어 보면, 빈번한 통상 갈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의 제소 건

수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GATT체제에서 안보예외 조항에 한 해석과 

기준의 모호함에 한 명확한 판결이 없었던 이유로, 1996년 EU가 미국의 

쿠바 제재(US-Cuban Liberty and Democracy Act)의 역외 적용 조치를 제

소한 WTO 사건에 한 관심이 고조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미국과의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패널 철회 

요청을 하면서 중요한 판례가 묻혀진 채 사건이 종료되었다. 이후 등록된 두 

개의 사건은 2000년에 온두라스 ‧콜롬비아와 니카라과 간의 분쟁이었으나 

큰 의미가 없었다. 결국 독자적이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WTO DSB도 여전히 GATT 체제에서처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치적

인 힘의 논리로 합의된 선례를 통해 안보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는 WTO 회

원국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된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GATT 안보예외 조항의 문언 해석의 모호성과 관

련한 논란을 야기한 조항은 (b)항이며, 그 중에서도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

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과 “전시 또는 국

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라는 조건을 해석하는 데에서 가장 많

은 논쟁이 있었다. 특히 “체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이라는 문구는 

제XXI조 적용 여부의 결정권이 체약당사자들에게 독자적으로 주어지는 자기

판단조항(self-judging clause)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고, 이는 회

원국들이 본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하 다(Bhala, 1998; Alford, 2012). GATT 제XXI조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제XXI조 안보상의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공개 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정

보를 제공하도록 체약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b)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체약당사자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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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체약당사자가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i)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련된 조치

   (ii)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재화 및 물질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iii)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c)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하의 자신의 의무에 따

라 체약당사자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자기판단조항에 관한 논쟁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체약당사자(회원국)

가 간주하는”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하여 WTO DSB가 관할권

을 갖는지, 갖는다면 회원국의 조치에 하여 어떤 기준으로 심리를 해야 하

는지, 또는, 관할권이 없다면 회원국들은 그 필요성 판단에 있어 어떠한 조건

에도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한 다양한 논점으로 이루어져있다. 정

치적인 사안과 요소들에 하여 UN도 아닌 WTO가 분쟁해결을 위한 판단

을 내려도 되는가에 한 우려가 여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996년 미국-쿠바 제재 사건에 한 논쟁을 통해 학계에서는 WTO DSB는 

WTO체제에 포함된 협정문(covered agreements)에 한 자동적이고 분명한 

관할권을 갖는 것이 확실하다는 데에 동의하 다(Akande and Williams, 

2003: 399-400; Van den Bossche and Zdouc, 2013: 596). 다만, 본 조항의 

구조가 특히 (b)항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정의를 요하는 부분과 (i), (ii), (iii)호들에서 객관적인 판단과 해석을 요하는 

요건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자들은 이러한 자기판단 조항의 

경우,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정의할 권리(authority to define)”는 개별 회

원국들에게, 그리고 (i), (ii), (iii)호에 서술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한 “해석의 권리(authority to interpret)”는 패널과 상소기구가 갖는다고 정

리하 다(Scholemann and Ohlhoff, 1999: 426-427). 더 나아가, GATT 체

제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조항의 남용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서는 국제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을 제XX조 

일반예외 조항의 두문(chapeau)처럼 안보예외 조항에도 도입하는 것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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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느냐는 제안이 있다(Hahn, 1991; Cann, Jr., 2001; Rose-Ackerman and 

Billa, 2008). 이에 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데, 오히려 현재처럼 모호한 조항

의 형태가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합의하고 다양한 방

법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의견도 있다

(Lindsay, 2003; Emmerson, 2008; Alford, 2012). 이러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보예외 조항을 해석하기 위한 각 요건들의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한 합의는 여전히 공백을 이루고 있을뿐더러, 이에 

한 패널 ‧상소기구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개

선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합의를 통해 공식적인 WTO 패널 보고서가 철회되었던 EU와 미국 간의 

1996년 쿠바 제재 관련 사건의 후속 결과는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시장에서

의 비효율성 증가와 민간 산업의 피해를 야기시킨 전형적인 예시에 해당된

다. 당시 미국의 쿠바 제재 조치의 역외 적용은 쿠바와 거래하는 미국과 제3

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 모두에 하여 벌금 및 징벌형을 취함으로써 수많

은 미국 내 소송을 야기하 다. 미국이 본 조치를 철회하지 않자 주권침해에 

응하기 위하여 결국 EU, 국,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은 

당국이 무역제재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상 국들과 정상적인 통상관계를 철

회하는 국민들에 하여 처벌하도록 그들의 국내법을 개정하여 통제하 다

(Clark and Wang, 2007: 8-11). 결과적으로 미국과 본인 국적의 국가 모두

에게 양쪽의 처벌을 당하는 피해는 산업계에 고스란히 얹어졌던 것이다. 동

시에, 제3피해국들이 부분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산

권 국가인 쿠바의 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치적 명분을 쉽게 용인하

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갈등에 한 정책적인 응을 오래 지속해왔던 것을 

보면, 개별 국가들의 통상 이익 침해에 한 이해관계가 확실히 커진 것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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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안보예외 조항의 발전 현황

WTO의 안보예외 조항이 어떠한 개정 과정도 거치지 않고 남아 있는 동

안, 1990년 부터 범 세계적으로 확산된 FTA에서는 안보예외 조항이 다양

한 형태로 도입되어 온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긍정적인 FTA 조항의 확산이 

다시 다자규범 형성에 향을 끼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조항의 FTA 내 발전 방향은 일관되지 못하다. 심지어 미국과 EU의 두 

강 국들이 주도하는 FTA를 통해 확산시키는 안보예외 조항의 형태는 기존

의 GATT/WTO 체제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할지언정, 그 모호

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과거 안보예외 조항을 원용한 

GATT/WTO 체제 내 분쟁 사건의 회의록에 남아있는 강 국들의 입장과 

발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 이처럼 더욱 모호해진 안보예외 조항의  

오 ‧남용에 한 우려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사료된다. FTA에서 변

모하고 있는 안보예외 조항의 현황에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우선 FTA에 도입된 안보예외 조항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4 (가) 안보예외 조항의 부재, (나) WTO와 동일한 안보예외 조항, (다) 

개발도상국 위주로 확산되고 객관성이 증진된 안보예외 조항, (라) 미국과 

EU 중심으로 확산된 보다 모호해진 안보예외 조항이다. 우선 (가)분류에 해

당하는 조항을 포함한 FTA로는 한-EFTA, 한-인도, 한-ASEAN과 같이 당사

국 간에 특별한 안보 이해가 없고 FTA 자체의 내용도 매우 간결한 협정문

들이 해당된다. 사실상 부분의 FTA에는 (나)분류의 형태로 WTO 안보예

외 조항이 그 로 도입되어 있다. (다)분류에 해당하는 조항을 포함한 FTA

로는 캐나다-이스라엘, 캐리비안연합-코스타리카, 캐리비안연합-도미니카 공

화국, EU-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협정문을 예로 들 수 있다. 캐나다-이스라

엘과 캐리비안연합-코스타리카 간 FTA의 경우에는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이라는 문구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it’을 누락함으로써 자기판단

 4. <그림 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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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논란을 확실하게 잠재웠고, 캐리비안연합-도미니카 공화국 FTA에서는 

GATT 제XX조에 적용되는 필요성 검증 요건을 도입하 으며, 심지어 EU-

남아프리카공화국 FTA에서는 GATT 제XX조 두문을 그 로 도입하는 노력

을 보 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1990년 와 2000년  초에 체결된 FTA에

서만 발견되고 그 이후로는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 

(라)분류에 해당되는 조항은 EU와 미국이라는 이들은 두 강 국들에 의해 

가장 최근까지도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조항 해석의 모호성을 오히려 

확장시켰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모습을 띠는 미국주도형 FTA에서 

나타나는 안보예외 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주도형 FTA에서 나타나

는 안보예외 조항은 사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부터 WTO 조항

과의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2004년 Model BIT 내 안보예외 조항을 

그 로 도입한 한-미 FTA 안보예외 조항에는 기존 WTO 조항의 (a)항과 

(b)항의 세 가지 하위 요건들 중 (i)호와 (ii)호는 모두 사라지고 (iii)호의 

“전시 또는 국제관계상 그 밖의 비상시” 요건만 남아 있으며, (c)항에서 UN 

헌장을 지칭하는 용어는 사라지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복원하고 유지할 의

무”만을 남긴 문구로 변경되어 있다. 해석 근거와 기준의 모호함이 배가된 

것도 모자라, 한-미 FTA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주를 통해 본 조항과 

관련하여 투자 또는 분쟁해결 챕터를 통한 중재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안보예외가 적용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간소화

된 조항과 중요한 각주의 내용은 최근 미국이 체결한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와의 FTA에서도 그 로 발견된다. 미국주도의 FTA를 통해 개정된 안보예

외 조항의 내용은 미국이 판단하기에 세계 평화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될 경

우, 어떠한 분쟁해결기구의 검토로부터 자유롭게 그 조치를 도입하고 정당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다진 것과 같다. 이를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효율적

이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관건인데, 과거 GATT/WTO 내 분쟁 사건들

을 돌아보면 본 조항의 오 ‧남용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12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경우에는 각주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미국주도형 FTA에서 나타나는 간소화

된 안보예외 조항이 그 로 도입되어 있다. WTO가 15년간 아무 진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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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보예외

조항의 부재

 

(나)

WTO 안보예외 

조항과 동일

 

(다)

판단기준의 객관성이

개선된 안보예외 조항

 

(라)

모호성이 심화된

안보예외 조항

한-EFTA

한-인도

한-ASEAN

 

한-중 FTA를 

포함한 부분의 

FTA

 

캐나다-이스라엘 

캐리비안연합-코스타리카

캐리비안연합-도미니카공화국 

EU-남아프리카공화국 FTA

 한-EU FTA, 

캐나다-EU CETA를 

포함한 EU 주도의 

FTA

NAFTA를 포함한 

부분의 미국 주도 

FTA와 TPP

한-미, 미-페루,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와 

같이 최근에 체결된 

미국 주도의 양자 

FTA

출처: 저자 직접 정리

<그림 1> 안보예외 조항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FTA 예시

이지 않은 뿐더러 2015년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더 이상의 논의 자체가 

가시화 되지 않는 와중에, TTIP과 RCEP과 같은 메가(mega)FTA의 협상들

이 진행되면서 복수(複數)국 간 FTA가 새로운 통상 규범으로써의 향력을 

넓히고 있기에, 앞으로 이러한 협정문들이 도입할 안보예외 조항의 형태에 

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즈음처럼 세계적으로 국수주의적인 정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일 때, 미국주도형 FTA에서 나타나는 안보예외 조항 형태의 확산은 오히

려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 국

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 간 분쟁해결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측

면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강 국만이 일방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에 하여 최소한의 법적 제어장치를 모

두 풀어버린 안보예외 조항이 무역과 안보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바람

직한 통상 질서를 세우는 데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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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북 2차 제재 조치와 WTO/FTA 안보예외 조항의 
합치성 분석

현재까지 UN 제재와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시행된 2차 제재 조치에 해 

GATT/WTO에 제소되어 안보예외 조항이 원용되었던 분쟁 사건은 없다. 다

만 부분적으로 이에 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사건들

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EU가 제소한 미국-쿠바 제재 조치 사건은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에 한 미국의 역외 적용 조치에 한 동맹국 간의 표적인 

통상 분쟁이다. 또 하나의 관련 사건으로는 미국-정부조달 조치(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government procurement)를 들 수 있다. 이는 

EU와 일본이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정부의 미얀마 정부를 

상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금지 조치를 역외 적용한 것에 하여 불만을 제기

했던 사건이다. 미국 연방법원이 매사추세츠 주 정부 조치의 불법성을 판결

함으로써 미국이 WTO에서는 직접적으로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의 안보예외 조항을 원용한 방어 주장을 펼 필요 

없이 철회되었던 사건이다. 인권 유린과 관련하여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미

국뿐 아니라 EU도 미얀마 정부에 한 경제제재 조치를 펴고 있었는데도 불

구하고, 과도하게 역외 적용된 미국의 조치에 해서 통상 분쟁을 가져온 

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위 사건들이 시사하는 바는, 어느 한 국가의 과

도한 2차 제재 조치에 해서는 정치적인 목표나 명분에도 불구하고 통상 분

쟁이 분명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북 경제제재의 이행과 관련한 

미국의 후속적인 2차 제재 조치에 해서도 한 ․미 ․중 간의 통상 갈등 발생

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국의 2차 제재 조치로 한 ․미 ․중 3국의 통상 관계

에 직접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통상 규범으로는 WTO 협정과 한-미 

FTA 협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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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안보예외 조항과의 합치성

미국의 단독 2차 금융제재의 역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GATS의 제XIVbis

조 안보예외 조항에 따른 적법성이 쟁점이다. 미국의 2차 금융제재 조치의 

내용은 앞서 II장에서 살펴봤다시피 UN 결의안 2270호의 내용을 벗어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GATS 안보예외 (c)항에서 허용하는 UN 의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a)항은 정보 공개에 한 요건이므로 관련성이 없다. 그렇

다면, 역사적으로 판단 기준의 모호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b)항의 

(i), (ii), (iii)호 요건에 조치가 합치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번 조치의 정당성은 북한의 핵 실험과 5차 핵 도발의 가능성에 따른 조

치이기는 하지만, 그 조치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핵분열 또는 융합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에 한 조치가 아닌 북한 정부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금융 조치이므로 (b)(i)항 요건에는 적합하지 않다. (b)(ii)항은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재화 및 물질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하지만, 역시나 이번 조치가 금융제재라는 점에서 특정 

재화 및 물질의 거래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b)(iii)항의 “전시 또

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 비상시”에 따른 조치라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이번 2차 제재 조치가 WTO체제에서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WTO 규범에는 안보예외 조항의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 비상

시”를 판단할 기준이 주어져 있지 않다. 가장 널리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것은 UN 논의이다. 이는 설립이 무산되면서 사라진 

1948년 ITO 헌장에서 안보예외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UN과의 협업 및 

분업 관계를 규정하 던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다(Yoo and Ahn, 2016: 424- 

426). 그러나 현재 WTO체제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UN 논의를 근거로 채택

할 수 있는지, 또는 “비상시”라는 요건으로 특정 정치적 사안에 하여 어느 

국가들의 관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한 판례가 없어, 해석 및 적용에 

한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북 제재 조치와 WTO/FTA 안보예외 조항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   21

이처럼 UN 논의와 관련하여 (b)(iii)항 요건의 적용과 관련한 쟁점들이 존

재했던 과거 GATT 분쟁 사건으로는 EC ‧호주 ‧캐나다-아르헨티나 경제제

재 조치(EC, Australia, Canada-Trade restrictions affecting Argentina applied 

for non-economic reasons)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국령의 포

클랜드섬(Falkland Islands)을 점령하면서 두 국가 간에 발발한 전쟁 중에, 

EU와 연방(Common Wealth Nations)의 일부인 호주와 캐나다가 함께 

아르헨티나를 압박하기 위한 금수조치를 시행한 것에 하여 아르헨티나가 

GATT에 제소한 사건이었다. 본 전쟁과 관련하여 UN 안보리는 결의안 502

호를 통해 본 사건에서 국과 아르헨티나 간 충돌의 위급함을 직시하고 아

르헨티나가 서둘러 무력 응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공고하 으나, 이에 

한 압박으로 구체적인 다자 경제제재 조치를 결의하지는 않았다. 만약 본 사

건에 한 명확한 GATT 판결이 진행되었다면, 이처럼 UN의 다자 조치가 

의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갈등만을 다룬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이 EC ‧호주 ‧캐나다 모두가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서 그 밖의 

비상시”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근거로 충분할 수 있을지, 또는 충분

해야 하는지에 한 본 사건의 패널 판시가 부재하다는 점이 아쉽다. 

이번 북 2차 제재 조치의 경우에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다자제재 

조치까지 인가된 상황이 (b)(iii)항의 요건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고 판단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조치라는 

기준에 한 검토 요건은 현재의 안보예외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지 

않고 있어, 분쟁 국가 간의 갈등은 심화될 소지가 높다. 이것이 변화한 통상 

환경에서 일반예외 조항의 두문 또는 필요성 검토 요건이 안보예외 조항에도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드러나게 하는 목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역외 적

용 조치에 한 기준은 국제법적으로 모호하며 WTO 규범에서도 여전히 명

확한 기준이 없어 판시를 내리기 어렵다. 오직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해

석과 적용만을 강조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에서 실제 안보예외 조항을 원용

한 WTO 분쟁이 미국과 중국 간에 발생한다면, 이번 2차 금융제재 조치의 

WTO 합치성은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전히 모호한 회색지 에 놓

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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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FTA의 안보예외 조항과의 합치성

WTO 협정의 안보예외 조항 외에 한·미·중 통상 관계에 직접적인 향을 

끼칠 수 있는 FTA 안보예외 조항으로는 <그림 1>의 (라)분류에 해당되는 

한-미 FTA에 포함된 조항이 있다. 현재 분쟁 소지가 있는 미국의 2차 제재 

조치에 해 한-중 FTA의 안보예외 조항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을뿐더러, 

그 문언이 WTO 안보예외 조항과 동일하기에 본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다루

지는 않는다.

(b)(iii)항의 요건과, (c)항에서 “UN 의무”라는 용어를 삭제한 뒤 세계 평

화를 위한 의무라고 일반화 시킨 문구만을 남겨둔 한-미 FTA의 안보예외 조

항에 따르면, 이번 2차 제재 조치가 UN 결의안에서 인가한 범위 내의 조치

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한 “세계 평화를 위

한 조치”라고 주장할 경우, 자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2

차 제재 조치의 기간, 방식, 범위와 상관없이 FTA 안보예외 조항을 통해 

WTO체제에서보다 훨씬 용이하고 적은 검토 요건을 통해 합치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번 북 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과 동일선상에서 강경한 입장

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2차 제재가 역외 적용되더라도 단

기적으로 이에 한 반발을 할 의향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 시행한 금융제재 

조치 이외에도, 만약 미국이 북제재법에 기반한 전면적인 북 금수조치의 

역외 적용을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가 이미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역 마찰의 가능성은 최소화 되어 있다.

하지만 역외 적용되는 미국의 북 2차 제재 조치의 범위가 급격히 확장

되거나 기간이 연장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안보예외 조항에 

한 미국 조치의 객관적인 합치성 검토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달라질 수 있

다. 이 때 한-미 FTA에 포함된 안보예외 조항은 ‘과도한’ 미국의 2차 제재 

조치에 한 경계선을 전혀 지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본 조항의 각주 요건

이 한 ‧미 간 관련 중재절차까지 무효화 시킨다는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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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함의가 있다.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의 2차 제재에 따라 가장 주목되

는 미 ·중 통상 갈등의 고조화는 미국과 중국 간에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WTO 외에 FTA 안보예외 조항의 요건에는 직접적인 관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한-미 FTA의 느슨한 안보예외 조항의 적용 요건을 통해 한-

중 교역 관계가 여전히 미국의 2차 제재의 향력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을 한국은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는 한국뿐 아니라 <그

림 1>의 (라)분류에 해당하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상 국들은 모두 미

국의 2차 제재 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V. 시사점 및 결론

북 제재에 한 UN 결의안이 채택되기 한 달 전, 역외 적용되었던 미

국의 역  가장 포괄적인 이란 제재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이란과의 교역을 재개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경제

적 효과에 해 집중 조명하 다. 1961년부터 악화된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2015년부터 완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

스트에서 해제되었던 진전의 과거가 무색하게 여전히 핵 실험 도발을 하는 

국제사회의 위협적인 존재이며 강력한 규탄 상으로 남아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UN 안보리는 북 다자제재 조치를 결

의하 다. 하지만 다자 조치의 이행 의지는 각 UN 회원국에게 달려 있으며 

이는 미국, EU,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주도로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 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국가인 

중국에 한 책임론은 중국의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중국

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신뢰도를 떨어뜨린 중국의 태도와 여전히 5차 핵 실

험의 여지를 두고 있는 북한에 하여 미국은 북 2차 제재 조치의 역외 적

용을 통해 두 국가를 모두 압박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의 통상 갈등은 이전부터 동아시아 지역 패권질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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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이유로 고조되고 있었으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층 더 불이 붙었

으며, 2차 제재 조치 외에도 미국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Section 337을 통해 중국 탄소강 제품에 한 수입 금지를 위한 조사를 개

시하는 등 일반적인 통상 마찰 또한 함께 키우고 있다. 이는 과거의 GATT/ 

WTO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황이 더욱 고조될 경우 중국이 언제든지 

미국의 2차 제재 조치에 한 통상 분쟁을 발생시키고 미국의 안보예외 조항

을 통한 정당화에 한 적법성 검토를 필요로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한국

의 장기적인 북 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하면, 미국의 2차 제재 조치가 그 범

위와 기간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수용 가능 범위의 한계에도 다다를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과 관련한 한 ‧미 ‧중 간의 잠재적인 통상 마찰의 크

기와 양상은 미국의 2차 제재 조치와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에 따라 좌우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애국법 발동을 통한 이번 금융제재 조치

는 WTO 안보예외 조항이 2차 제재 조치에 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 적법성이 모호하게 남아있다. 적법성의 불확실성은 실질적

인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될 ‘과도한’ 조치라는 기준에 한 검토 요건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2차 제재 조치에 한 사건을 제소한

다면, WTO 안보예외 조항의 해석과 적용 기준에 한 논쟁이 또 다시 갈등 

심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이번 미국의 북 금융제재 조치 외

에도 향후 미국이 북제재법을 기반으로 발동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2차 

제재 조치들과 한-미 FTA의 안보예외 조항은 비교적 쉽게 합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큰 갈등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미

국의 2차 제재가 한국에게도 정책적 부담이 되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에 

한-미 FTA 안보예외 조항의 성격과 파급력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

할 것이다. 미국이 2차 제재를 통해 중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자 하는 경

우, 한-미 FTA 안보예외 조항의 느슨한 요건이 한-중 교역의 흐름에도 간접

적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본 사례는 자의적인 

무역 장벽의 역할을 하는 2차 제재 조치를 규제 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제

거한 미국주도의 FTA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안보예외 규범의 문제점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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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고 있다.

국제통상체제 내 규범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다자체제의 WTO 안보예외 조항에 객관적인 검토 요건을 도입하

는 등의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재 조치들과 몇몇의 국가들

이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조치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구상할 필요

가 있다. 이번 북 제재 조치와 관련된 쟁점이 잠재워지더라도, 점점 다양해

지는 교역 형태와 깊어지는 국가 간 통상 이익의 교점에 따라 무역과 안보의 

이해가 얽히게 되는 상황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그 관계를 재정립할 방

법에 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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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North Korea with WTO/FTA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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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commercial sanctions are generally prohibited in the WTO, sanction 

measures under limited emergency circumstances subjected to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s can be consistent in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recently authorized 

UN economic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is automatically justified under clause 

(c) of WTO security exceptions. Secondary sanction measures unilaterally reviewed 

by individual states, however, may and may not be consistent with WTO/FTA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s. This research analytically studies the consistency 

problem of extraterritorially applicable US’ secondary sanction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with WTO and especially KORUS FTA security exceptions. It is for 

the purpose of shedding light on potential trade conflicts among Korea, the US and 

China. Such application of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s to a specific case provides 

critical grounds to evaluate the current system on trade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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