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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제레짐의 변화와 규범의 동학

- 공중보건 관련 TRIPS 협정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이 개정되는 과정을 분

석함으로써 국제레짐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규범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

의 국제레짐 이론은 국제레짐의 형성과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 국제레짐의 

변화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특히 신현실주의는 레짐의 형성과 변화를 패권의 존재

로 설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 국제레짐

의 변화를 선호의 변화로 설명하는 신자유주의도 선호가 왜 바뀌었고, 그것이 어떻

게 레짐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제레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내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규범

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 규범을 최대로 보호하

는 국제레짐이 되었다. 지적재산권 규범은 1980년대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일본과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이 두드러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초국적 기업

들이 자신들의 성장 기반인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국제경제구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한 목적에서 출현된 것이다.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초국적 기업들이 선진국들을 설득하여 이익을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하였다. 초

국적 기업과 선진국 연합이 다자무역협정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을 국제

적인 제도로 고안하기 위해 강압과 설득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TRIPS협정은 개발도

상국들의 이익보다는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대칭적 구조로 형

성된 강력한 레짐으로 등장하였다.

1995년 WTO의 출범과 동시에 TRIPS협정의 효과도 발효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

라 개발도상국들은 TRIPS협정의 규정에 맞게 자국의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브라

질, 인도를 중심으로 HIV/AIDS가 확산되면서 공중보건 상의 위기에 처했다. 에이즈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에서 특허없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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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 그러자 미국이 TRIPS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하고 슈퍼 301조를 동원하여 무역제재에 나섰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

해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불일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

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주장하는 쪽은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들의 연합이고, 공중

보건상 TRIPS협정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이다. 이렇게 힘

의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과연 공공성을 저해하는 국제레짐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TRIPS협정은 2005년 12월에 공중보건상 위기의 상황일 때, 지적재산권을 제한하

고 공중보건의 보호를 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TRIPS협정의 개정

이 이루어졌다. 이는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레짐이 그

들의 힘과 이익이 변화하지 않은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성을 지

키는 방향으로 변화한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TRIPS협정의 개정은 결국 약

소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지적재산

권을 최대로 보호하고자 고안된 국제레짐이 보다 공공성을 반영하는 완화된 형태로 

변화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이 논문의 연구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규범의 역할과 그 규범을 출현시키고 확

산시키는 행위자에 주목한다. 에이즈 만연이라는 위기를 통해 TRIPS협정이 공중보건

의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에 모순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항하는 규범을 내

세운 것은 초국적 비정부조직이었다. 이들은 규범 기획가로 TRIPS협정이 내세우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규범에 맞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의약접근권’을 내세웠다.

의약접근권이라는 규범을 통해 공중보건관련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도 연합을 형

성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원래 무역과 관련이 없지만, 이 사안을 의약접근권이라는 

규범의 문제로 프레이밍하게 되자, 세계보건기구도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이 의약접근권 운동은 WTO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초국적 시민운동

과 결합되어 세계 여론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브라질도 복제약 생산으로 미국의 무

역제재를 받게 되자, 의약접근권 연합에 동참했다. 브라질은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

로 프레이밍하면서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와의 연합으로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

서 인권에 민감한 유럽연합이 입장을 바꾸었다. TRIPS협정이 성립될 당시에 지적재

산권 보호를 옹호하던 유럽연합은 이 문제가 인권의 문제로 재규정되자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다. 유럽연합의 입장전환은 기존의 이익연합에서 

공중보건이라는 적절성연합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름 아닌 인권이

라는 규범이 갖는 규범적 힘이 원인이었다. 이로써 2001년 12월 WTO는 공중보건상

의 위기 상황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주권국가가 자발적으로 공중보건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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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다는 ‘도하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는 비정부조직과 개발도상국, 국제기

구 연합의 승리였다.

도하선언에 맞게 TRIPS협정을 개정하는 과정은 또 다른 제도적 협상의 과정이

었다. 도하선언이 정치적 선언의 성격을 가진다면, 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법제화의 

과정이다. 법제화의 과정은 TRIPS협정의 기반이 된 지적재산권 규범과 새로 등장한 

의약접근권, 인권 규범이 서로 논쟁 과정을 거쳐 하나의 합의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규범의 핵심인 이익과 공공성 개념을 둘러싸고 연합을 형성하여 논쟁하

였다. 이 논쟁의 과정에서 앞서 합의된 사항은 그것이 그냥 빈말이거나 정치적 선언

에 불과하더라도 이후 선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05년 12월 결국 TRIPS협정은 공중보건을 보호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이상 TRIPS협정의 변화 과정을 규범의 동학으로 설명할 때 갖는 이론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규범은 기존의 규칙이나 레짐이 갖는 모순이 인식될 때 등장한다.

그 새로운 규범을 출현시키는 행위자는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규범 기획가이

다.

둘째, 규범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의제설정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규범은 의제를 이익의 논리에서 적절성의 논리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다.

본 사례에서 에이즈 치료를 위해 개발도상국이 시행한 공중보건정책이 지적재산권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익의 논리였다. 그러나 비정부조직들이 이 문제를 의약접근권이

라는 규범으로 프레이밍했을 때, 이 문제는 이익이 아닌 적절성의 문제로 전환되었

다. 즉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사적 권리이지만 의약접근권은 공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 큰 정당성을 갖게 된다.

셋째, 규범은 그 규범이 갖고 있는 적절성을 가지고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는 핵

심 고리가 된다. 본 사례에서 유럽연합이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던 입장에서 공중보건

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인권이라는 규범이 갖는 힘, 즉 정당성이라

고 일컫는 규범적 힘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TRIPS협정의 변화를 옹호하는 연합으로 결합하게 된 것도 규범 때문이

다.

주요어 : 국제레짐, 규범, 규범의 동학, 적절성, 정치적 연합, 프레이밍, 지적재산

권, 인권, 의약접근권

학  번 : 2004-30060





- v -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8

3. 논문의 구성 15

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틀 17

1. TRIPS 협정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17

2. 지적재산권 레짐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자원 31

3. 가설과 분석틀 49

제 3 장 TRIPS 협정의 성립과정 56

1. 지적재산권의 특징과 등장배경 57

1) ‘지적재산권’의 특징 57

2) 지적재산권 규범 등장 배경 63

2. 지적재산권 규범의 출현 66

1) 反 위조연합형성 66

2) 지적재산권 규범의 기획가 69

3) 지적재산권 이슈의 규정 74

4) 미국 지적재산권의 제도화 83

3. 지적재산권의 규범의 확산 89

1) 양자협정을 통한 압박 90

2) 다자협정을 통한 설득 95

4. 지적재산권의 레짐화 107

1) TRIPS 협정 체결 107

2) TRIPS 협정의 강제성 112

5. 소결 114



- vi -

제 4 장 대항규범의 동학 119

1. 공중보건문제의 대두 120

1) HIV/AIDS의 확산 120

2) 지적재산권 보호의 방어벽 123

2. 대항규범의 출현 130

1) 의약접근권 규범 기획가 131

2) 초국적 비정부조직의 결집 137

3) ‘의약접근권’ 규정 146

4) 대항규범의 분출 157

3. 대항규범의 확산 163

1) 브라질의 인권 프레이밍 전략 163

2) UN 인권위원회와의 연합 171

3) 도하선언 채택 175

4. 소결 182

제 5 장 규범의 경쟁과 수렴 186

1. ‘강제실시권’을 둘러싼 논쟁 186

1) 도하선언 채택과정에서 쟁점 187

2) 규범 경쟁: 사적 이익 vs. 공적 이익 190

3) 도하선언 수렴 과정 198

4) 규범의 수렴: 도하선언 채택 208

2. 병행수입을 둘러싼 논쟁 215

1) 도하선언 이행과정의 쟁점 215

2) 규범의 경쟁: 시장 보호 vs. 생명권 219

3) 규범의 수렴: 도하선언 6조의 이행에 관한 선언 234



- vii -

3. 도하선언의 법제화 239

1) 협정 개정에서의 논쟁 239

2) 협정개정과정 242

4. 소결 244

제 6 장 결론 248

참고문헌 257



- viii -

표  목  차

<표 1> 세계무역과 OECD무역에서 미국무역이 차지하는 비율, 1950-1985 64

<표 2> 미국 상품 무역수지와 제조업에서 무역수지 64

<표 3> AIDS 전염병, 지역별 1999년 말 122

<표 4> TRIPS 관련 분쟁해결 건수 126

<표 5> 지구적 필수의약품 정책에 미친 브라질 정부의 리더십 169

그 림  목 차

<그림 1> 분석대상 11

<그림 2> 국제지적재산권 체제 28

<그림 3> 국제레짐에서 규범의 위치 39

<그림 4> 지적재산권 레짐의 변화에 대한 분석틀 55

<그림 5> TRIPS협정 체결과정 118

<그림 6> 복제약 경쟁의 효과 166

<그림 7> 아프리카에서 세 가지 치료에 드는 일인당 연비용 179

<그림 8> TRIPS협정에 대항하는 규범의 동학 185



- ix -

ACTPN US President's Advisory Committee on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

무역정책과 협상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AIPO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아프리카 민족회의

BDI 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독일경제인총연합회

CARICOM Caribbean Community 캐리비안 공동체

CBERA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카리브연안 경제복구법

CMA Chem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화학제조사협회

CPTech Consumer Projects of Technology

(현재 KEI;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기술관련 소비자 프로젝트

DSB 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

EC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ECAT Emergency Committee for America's Trade
미국 무역을 위한 비상위

원회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ern African State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EFPIA 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
유럽 제약산업협회연합

EHMA European Health Management Association 유럽보건관리협회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유엔농업식량기구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HAI Health Action International 국제보건행동

HIV/AIDS Human I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 결핍증

HR House of Representative 미국 하원

IACC International Anti counterfeiting Coalition 국제위조상품방지연합

약어표 



- x -

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국제지적재산권연맹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NGOs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초국적 비정부조직

IPC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지적재산권 위원회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국제무역위원회

MPAA 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영화협회

MSF Medicine Sans Frontier 국경없는 의사회

NIEO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신국제경제질서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hRMA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al of

America: PhRMA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 

협회

SCPA Semiconductor Chip Protect Act 반도체칩 보호법안

TAC Treatment Action Campaign 치료행동캠페인

TRIPS Agreements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

정

UNAIDS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에이즈계획

UNCESCR United Nations Committe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유엔산하 경제사회문화권

리위원회

UNICE Union of Industrial and Employers'

Confederations of Europe
유럽경영자연합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UNCHR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Human Rights 유엔인권위원회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R 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



- xi -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

WHA World Health Assembly 세계보건총회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2    Graduate Program



- 1 -

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 규범을 전 세계적인 행동 규칙으로 명시한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이다. 국제레짐은 행위자의 기대를 일정하게 수렴하도

록 제시한 원칙들이다. 이는 특정한 이슈 영역에서 행위자의 행위나 기대를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하게 하는 동질화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제레짐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익(interest)을 추구하는 성격과 행위의 기준으로써 적절성

(appropriateness)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달라진다.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함

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의 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국

제적인 규칙을 고안한 구조적 권력으로 형성된 강력한 레짐이다. 그러나 TRIPS협정

이 체결되고 지적재산권 레짐이 출범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HIV/AIDS, 이하 에이즈)이 만연하면서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적재산권 레짐 하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연합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규범과 이에 저항하는 공중보건 규범이 서로 충돌한 것이었다. 국내 규범에서는 규

범 간의 충돌,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규범이 충돌할 

때 어느 규범이 더 적절한 지 판단할 규범체계와 중앙의 권위체(centralized

authority)가 존재한다. 그러나 크래스너가 얘기했듯이 국제규범은 “적절성의 논리가 

충돌하고 이러한 경쟁적인 규칙들 사이에 판결을 할 기제가 없고, 국가 간 힘이 비

대칭적이기 때문”(Krasner 1999, 6)에 이를 강제할 기제가 없다. 그렇다면 힘의 비대

칭이라는 구조 하에서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형성된 국제레짐이 개발도상

국과 저개발국의 이익, 특히 그 이익이 국민 건강권과 같은 보편적 규범, 혹은 ‘공공

성(public interest)’을 침해할 때 누가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본 논문이 출발한  질문들이다.

1995년 1월 1일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세계무역레짐이 등

장했다. WTO레짐은 기존의 자유무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GATT)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상품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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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치 및 분쟁해결기제까지 자유무역 대상을 확대한 광범위한 규모의 무역레짐이

다. WTO레짐의 특징은 상품 이외의 여러 서비스 분야까지 무역 대상을 확대한 것

도 있지만, GATT협정과 달리 정한 규율과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제를 두었다는 점이며, 이는 규제의 성격이 강화된 강력한 제도화의 

한 형태이다(Abbott & Snidal et al., 2000).

WTO레짐 내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새롭게 포함된 지적재산권은 생소할 뿐더

러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

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등으로 나뉜다. 인

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자연자원에 

대한 인간 노동력의 결과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한 로크의 재산권 개념이 성

립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유럽의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전해오고 있었다. 한편 지적활동에 따른 결과는 온전히 개인의 사유물

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지적결과물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고, 또 이를 공유할 

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재적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

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법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개념이다.

법철학적으로 논쟁적인 지적재산권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도 논쟁적이다. 정신

적 창작활동의 결과로써 혁신적인 기술적 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초국적 기업과 첨단

기술산업을 국가경제의 기반으로 하는 기술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인 규범으

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국가이익이었다. 반면, 발전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저

개발국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가이익에 배치된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 추적하는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

호가 기술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TRIPS협정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는 

추가적인 제도적 비용이 발생해 국가이익에 큰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관련한 협정으로 만들고자 했을 때, 국가들 간에는 

이익의 갈등이 존재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선호가 상이하게 분포하는 상

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레짐의 출범과 더불어 지적재산권은 무역과 연계

되어 전 세계적으로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규제적 규범

(regulatory norms)이 되었다. 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재산권자의 배타적인 권

리를 인정해야 하는 명시적이고 내포적인 의미의 규칙과 규범을 통해 모든 행위자들

의 행위를 일정하게 수렴하도록 하는 WTO레짐 하의 국제레짐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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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TRIPS협정은 초국적 기업의 이익과 강대국의 이익에 맞게 국제적 규칙을 고안

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권력이 작동하여 형성된 강력한 레짐이다. 애초에 지적재산권

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제도가 필요했던 것은 초국적 기업이었다. 이들은 

엄청한 비용을 투자한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과 그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 다른 산업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었

다. 이러한 초국적 기업의 이익이 곧 미국의 국가이익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미국

은 통상법을 개정하여 무역규칙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강력히 보복할 수 있는 슈

퍼 301조라는 법적 장치를 두고 강압과 설득을 반복했다. 그러나 강압만으로는 레짐

을 형성할 수 없고 따라서 규범적 설득도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개발도상국

들에게 시장 확대와 기술이전, 투자유치라는 경제적 이익을 설득의 수단으로 활용하

였다. 이에 개발도상국은 예상되는 이익에 기대어 합의했다.

이렇게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 추동되고, 기대되는 이익을 중심으

로 연합을 형성하면서 출범한 지적재산권 레짐은 가입된 모든 회원국들을 상대로 지

적재산권과 관련한 국가의 행위를 규제하게 되었다. 이런 구조적 상황에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브라질 등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에이즈와 같은 전염성 높은 질병

이 만연하게 되었다. 당시 에이즈의 창궐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 인

구의 상당수가 사망하면서 공중보건(public health)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했다. 전염

성 높은 질병의 발병과 이에 따른  사망률 증가는 국민 전체의 건강을 증진해야 하

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가의 사활적인 이익에 관련한 중대한 정치적 문제이다. 이에 

일부 개발도상국들과 저개발국은 국가의 존속을 침해할 정도로 심대한 정치적 문제

인 국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값싸고 효과가 동일한 복제약을 생산하고, 생산 능력

이 없는 저개발국은 외국에서 생산한 복제약을 수입하는 ‘공중보건’ 정책을 추진하

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TRIPS협정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는 한편 WTO에 제소하였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수립한 TRIPS협정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중보건 정책을 침해하는 규칙상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

다. 이 문제는 일 국가의 차원에서도 중대한 정치적 문제이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에

서도 심각한 국제정치적 문제이다. 국제체제를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의 이익이 장악

하는 비대칭적인 구조가 성립된 상황에서 그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보건, 환경과 같

은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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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의(global justice)의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

이와 같이 기존에 수립된 국제레짐 내에 규칙의 모순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기

존의 규칙에 대항하는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게 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레짐 아래 수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등장한 행위자는 초국적 비정부조직들(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GO, 이하 비정부조직)이었다. 이들은 지적재산

권의 보호가 생명을 죽이고 있고, 따라서 특허권보다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약접

근권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렇듯 지적재산권 보호가 건

강권과 배치되는 것과 같이 WTO레짐이 지나치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

의식 무역질서로 편성되면서 보건, 환경, 노동과 같은 공공성의 영역이 심대하게 침

해되었다. 이러한 WTO의 무역레짐과 신자유주의 이념에 저항하는 초국적 사회운동

이 1999년 WTO 시애틀회의에서 발생했다. 이 시위에서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특

허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TRIPS협정에 대한 반대도 조직되었다. 초국적 차원에서 발

생한 反세계화 시위를 거쳐 지적재산권과 건강권의 충돌에 관한 문제는 세계보건기

구(WHO)와 유엔인권위원회로 확산되었다. 의약접근권이 인권으로 확대되자 각 행위

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던 유럽연합은 

이 문제가 인권의 문제로 재규정되자 입장을 바꿔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

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는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연합에서 인권 규범이 갖는 정당성과 적절성을 중심으로 정치적 연합이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마침내 2001년 12월 도하 WTO회의에서 ‘공중보건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특별성명(이하 도하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도하선언에서는  비정부조직과 개발도

상국들이 주장해 온 공중보건에 관한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국가가 지적재산

권 보호를 예외로 하고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인정하였다. 강대국

들이 지적재산권 예외 조항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려던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이 거

둔 예외적인 큰 성과이었다.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이 특별한 정치적 선언을 TRIPS협정 내에 명백한 규정으

로 명문화하고자 노력했다. 도하선언을 TRIPS협정의 개정으로 이어가는 것은 길고 

지난한 제도적 협상의 과정이었다. 협상과정에서 복제약도 생산할 능력이 없는 저개

발국에는 강제실시된 의약품을 병행 수입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미국은 이를 부인하

고 지속적으로 도하선언이 인정한 융통성을 최소화하고자 했고, 개발도상국들은 융

통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2003년 8월에는 결국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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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언을 이행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2005년 12월 드디어 TRIPS협정은 개정되었

다. 오랜 협상 기간을 거쳐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이 만연해 공중보건이 위협받는 경

우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범을 명문화하였다. 최종적으로 2005년 

12월에 TRIPS협정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개정되어 명백한 법제화를 통해 이 규정의 

적용을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는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형성된 국제레짐이 패권 혹은 강대국 이

익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의 요구와 이익이 받아들여

져 레짐을 변화시킨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강대국의 능력과 

이익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형성된 국제레짐이 

자신들의 이익을 양보하는 형태로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비대칭적인 구조

에서 지적재산권을 최대로 보호하고자 형성된 국제레짐이 보다 공공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완화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이 논문의 연구 질문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두 가지 접근에 주목한다. 먼저 비대칭적 구

조에서 국제레짐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차원보다는 행위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제정치에서 레짐 연구가 레짐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구조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현실주의적 접근은 물질적 능력을 

의미하는 힘의 존재, 즉 패권의 존재가 레짐을 형성시키는 유일한 설명변수로 보기 

때문에 레짐의 변화 자체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패권의 존재가 레짐의 형성과 변화

에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구조를 환원되지 않는 총체적 실체를 보는 월

츠의 주장과 배치된다. 즉 패권의 존재 역시 결국은 구조가 아닌 개체에 불과한 것

이다. 신자유주의에서도 레짐은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레짐의 유지에만 관심을 두지, 레짐의 변화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 

두 접근론은 모두 이익을 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레짐은 주어진 결과

이자 구조로만 인식한다. 따라서 행위자 차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레짐의 변화

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TRIPS협정의 개정은 강대국의 이익과 선호

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레짐의 기본이 되는 지적재산권 규범의 최대보호가 공

중보건 위기상황에서는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사례다. 이 변화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이 아닌 행위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레짐의 변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분석의 초점이 변하지 않는 이익의 구조가 행위자들의 저항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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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천들의 충돌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익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

해 연구 질문의 초점이 ‘무엇(what)’이 변화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how)’ 변화했는

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떻게’라는 질문은 행위자와 연결

된다. 이 행위자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의미에 따라 정치적 연합을 바꾼다. 이러한 정

치적 연합의 변화가 레짐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는 크라토크빌이 말하는 “행위자는 

단지 규칙과 규범에 의해 프로그램화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행위자는 의미를 공

유하고, 의도에 대해 소통하며, 비판하고, 선택을 합리화하는 행위를 통해 규범적 구

조를 그들의 실천을 통해 재생산하고 변화시킨다”(Kratochwil 1989, 61)는 주장을 다

시 환기해야 할 지점이다.

그렇다면 행위자들은 어떻게 비대칭적 구조로 형성된 레짐을 바꿀 수 있었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하는지에 주목

해야 한다. 마치와 올슨이 밝히는 행위의 두 가지 기준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

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s)’와 정당성을 추구하는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에 따라 행위자의 연합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TRIPS협정

은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인 하나의 행동 규

칙을 만들어 규제하고자 했다. 따라서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이익이 

행위의 논리가 되었고, 그것이 곧 국제적인 규범이 된 것이다. 규범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관념적인 것이다. 제도란 규범과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범과 규칙은 

관념적 현상, 즉 “공유하는 정신적 모델(shared mental model)”을 의미한다(Wendt

1999, 149). 따라서 TRIPS협정이 맺어지는 과정은 강대국의 억압과 강제가 주요했지

만, 추가적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강압적 설득의 과정도 동반되었다. 그러나 에이즈의 

발생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TRIPS협정이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공중

보건정책을 저지하고, 결국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의약접근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문

제가 드러났다. 여기에서  TRIPS협정이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지적재산권 레짐 하에서 재산권에 대항하는 다양한 담론이 등장하였고, 그 안에서 

대항 규범으로 인간 ‘건강권’,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인권’이라는 규범이 등

장하였다. 지적재산권 레짐이 공중보건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적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저항하는 집단에서 이를 제기한 것은 기존의 

규범에 대한 ‘적절성(appropriateness)’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TRIPS협정

의 개정 과정을 분석할 때 규범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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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경우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일단 어떤 행

위자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규범들을 가지고 등장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행위자 차원의 접근에서 규범은 행위의 기준을 의미하

기 때문에 행위자 사이에 집단적인 의식의 공유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규

범을 주장하는 행위자들 사이에 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규범을 통해 각 집단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각 행위자가 

각각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근거들을 사용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가지의 규범이 서로 경쟁하고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고 수정되는지, 어떤 규범이 지배적인 규범이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상이한 규범의 경쟁은 ‘적절성(appropriateness)’에 대한 경쟁

이라고 볼 수 있다. 경쟁을 통해 합의를 얻게 되는 규범이 도덕적인 정당성

(legitimacy)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당성은 레짐의 형성과 유지에 주

요한 한 축을 형성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한 지적재산권 레짐을 

비정부조직과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대칭적 구조에서 레짐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레짐이 갖고 있는 규범의 정당성에 문제제기 하는 규범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규범을 기획하고 전달 혹은 확산하는 주체로서 행위자의 역

할에 주목한다. 국제정치에서 국가만을 유일한 행위자로 인식하는 현실주의의 관점

에서 패권과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 형성된 국제레짐을 변화시킬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이익에 기반을 두어 형성되었던 지적재산권 레짐이 개발

도상국의 이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수준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국가 이외의 행위

자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들이 강력한 국가 행위자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지적재산

권 레짐을 개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규범이 등장하고,

그 이후 AIDS의 만연에 따라 불거진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 문제에서 비롯된 인권

이라는 규범, 이 두 가지의 규범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행위자들에 의해 대두되

고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수정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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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레짐인 TRIPS협정이 개정되는 

과정이다. TRIPS협정은 초국가 기업과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의 강력한 레

짐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에이즈의 확산은 지적재산

권 보호가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게다가 이 질병

이 확산되는 지역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거나 저개발국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약

화시키고 공중보건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들에게 국가이익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 보호 수준의 지적재산권 레짐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따

라서 문제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개정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최대 보

호 수준의 지적재산권 레짐이 형성되는 과정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에서 설정하는 TRIPS협정의 개정은 국제레짐의 변화이다. 종속변수로써 

국제레짐의 변화는 그 정도와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크래스너는 국제레짐을 구성하

는 요소인 원칙과 규범, 규칙과 절차를 구분하여 레짐 자체의 변화인지, 레짐 내의 

변화인지 구별한다. 원칙과 규칙의 변화를 레짐 자체의 변화(a change of the

regime itself)라고 했고, 규칙과 절차의 변화를 레짐 내의 변화(changes within the

regimes)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Krasner 1983, 4). 레짐 자체의 변화는 ‘혁명적 변화

(revolutionary change)’로 원칙과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정치적 논쟁을 야기한다. 이 

논문이 다루는 공중보건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협정의 변화는 기존의 최대 보호주의

식 지적재산권을 공중보건상의 위기와 공공의 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

한할 수 있다는 완화된 형태의 규범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레짐 자체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한 국제협정으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 등과 관련한 국제협정이다. 본 논문은 TRIPS협정

이 에이즈의 확산으로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해 제한되는 변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TRIPS협정이 형성되는 국면과 TRIPS협정이 형성된 이후 공중보

건과의 충돌 과정에서 변화하는 국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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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이 형성되는 과정은 세부적으로 미국 국내에서 지적재산권 규범이 등

장하여 국가이익으로 등장하는 단계와 이것이 다자협상에 등장하여 국제레짐으로 형

성되는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국면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

의가 조명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미국 무역정책과 무역법을 개정하는 단계이다.

1980년대 미국의 논의를 살피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독점이라고 보던 

담론이 미국 내에서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쟁력이라는 담론으로 바뀌는 시기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론의 전환이 결국 미국 정부의 국가이익이 전환되는 근거가 

되었다. 이어서 미국 내에서 시작된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담론과 규범이 유럽과 일

본과 같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결국 GATT내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된 의

제로 채택된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 저개발국들 간 이익구조는 비대칭적으로 분포해있었다. 따라서 1980년대 초에 미

국 내에서 지적재산권을 국제무역에 연계시키는 전략을 채택하는 과정과 1986년부터 

1994년 마라케쉬협정을 통해 TRIPS협정이 채택되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논의가 

첫 번째 국면의 연구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TRIPS협정이 성립된 이후 법제화의 영향력이 강

력히 발휘되던 시기에 발생한 에이즈의 확산, 그로 인해 TRIPS협정의 규범에 저항하

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TRIPS협정이 개정되는 시기이다. 1995년 1월 1일 WTO의 출

범과 더불어 TRIPS협정도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WTO 회원국들은 

TRIPS협정이 규정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하는 이행절차를 거

쳐야 했다. 이러한 이행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만연하게 되었다. 당시 에이

즈의 발병자가 약 300만 명에 달했고, 그 중 80%의 발병자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

카 국가들에서 발생하였다. 이 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저개발국들로 에이즈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대부분 선진국의 초국적 기업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특허제품들이었

다. 저개발국들로서는 특허를 보유한 의약품의 높은 가격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 자

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중보건정책 상

의 목적일 때는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권리를 면제해야 한다는 담론들이 등장하기 시

작했다.

이 담론의 시작은 비정부조직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비정부조직에서 시작된 담

론은 저개발국과개발도상국들과의 연합을 통해 확산되고, 이후 세계보건기구, 유엔인

권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들로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WTO에서 특별회의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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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연구대상은 지적재산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규범으

로서 의약접근권과 인권이 등장하는 시기부터 2005년 12월 TRIPS협정이 개정되는 

시기까지 과정에서 각 행위자들의 주장을 담은 텍스트들과 화의자료들이 분석 자료

가 된다.

특히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비정부조직들에서 저항 규범이 

등장하고 확산되고, 국제기구들도 결합을 하면서 TRIPS 이사회 내에 공중보건 관련 

특별회의가 꾸려지고, 이 회의에서 각 회원국과의 논의를 거쳐 결국 2001년 12월 

WTO 도하각료회의에서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 선언(도하선언)’이 이

루어지는 시기가 첫 번째 단계이다. 2001년 12월 도하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의 

이행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도하선언은 그 성격상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가 컸고,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고 함축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선언에서 약속한 실천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했다. 그 중에서 

의약품을 제조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국가들에게 특허면제를 받은 의약품

을 수입할 것을 허용하느냐를 놓고 또 다른 논쟁이 벌어졌다. 즉 의약품 제조능력이 

전혀 없는 국가들에게 병행수입을 허용할 것인가가 주된 논쟁이었고 이를 둘러싼 논

의를 ‘도하 6단락 체제(paragraph 6 system)’라고 명한다. 이 국면은 도하선언이 이

루어진 2001년 12월 이후부터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2003년 8월 말

까지의 기간이다. 끝으로 2003년 8월까지 논의된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많

은 논의들을 구체적인 TRIPS협정의 개정으로 명시화하고 법제화하는 단계이다. 이러

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적재산권 레짐은 공중보건의 보호라는 조건에서 권리의 면

제가 이루어지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지금까지 서술한 분석대상을 시기별로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그림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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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론

이 논문은 비대칭적 구조에서 레짐의 변화 과정을 규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하고자 한다. 비대칭적 구조에서 레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규범이라는 것이 

이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핵심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밝힐 수 있는 

적절한 연구 방법은 성공적인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단순사례연구(atheoretical

case studies), 해석적(interpretive) 사례연구, 가설창출용(hypothesis-generating) 사례

연구, 이론확증용(theory-confirming) 사례연구, 이론논박용(theory-inconfirming) 사례

연구, 예외적(deviant) 사례연구로 나뉜다(Leijphart 1971, 69). 이 논문에서는 TRIPS

협정이 인권이라는 규범에 부딪혀 개정되는 단일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단일사례연구는 일반적으로 인과적 분석을 할 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ing․Keohane․Verba, 1994). 그러나 이 사례는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형성된 국제레짐이 패권의 혹은 강대국의 이익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도상

국과 저개발 국가의 요구와 이익이 받아들여져 레짐을 변화시킨 매우 예외적인 사례

로 볼 수 있다(Sell & Prakesh, 2004; Odell & Sell, 2006; Matthews 2011). 기존의 이

론에 맞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deviant case)는 단일사례이더라도 이론적 통찰에 중

요하다(George & Bennett 2005, 33). 이는 기존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국제레짐 이

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새로

운 이론을 추론(inference)할 수 있다.

단일사례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바로 과정추이(process tracing)이다

(Collier 2011; 김병섭 2008). 과정추이는 통계적 방법과 완전히 다르게 특정한 사건

의 시계열적인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론에 대한 시험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과정추이와 인과과정관찰(causal process observation)의 통합은 과정추이 관찰 내에 

위치 지어지는 인과배열(causal sequence)을 강조하고, 핵심적 공헌으로 기술

(description)에 주목하게 한다.

과정추이는 연구자에 의해 제기된 연구 질문과 연구 가설의 관점에서 분석되고 

선택된 진단적 증거(diagnostic evidence)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이다(Collier 2011,

823). 마호니(Mahoney 2010, 125-31)가 강조하는 과정추이의 기초는 세심한 기술이

다. 과정추이는 변화와 인과의 궤적을 분석하는데, 만약 이 궤적의 각 단계에서 관찰

되는 현상을 적절하게 기술하지 못한다면 분석은 실패한다. 따라서 ‘정적인(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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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연구하고자 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중요한 건축 블록(building block)이 된다.

과정추이는 독립, 종속, 매개 변수의 배열에 주목한다.

인과적 추론의 도구로 과정추이는 시간적으로 사건이나 상황을 펼쳐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 펼침(unfolding)은 시간의 한 시점의(at one point in

time)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특별한 순간의 연속(a

series of specific moments)을 스냅 사진(snapshot) 찍듯이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Collier 2011, 824). 마호니는 이러한 과정추이의 대표적인 연구로 탄넨발드

(Tannenwald, 1999)의 ‘핵 금기(nuclear taboo)’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어 과정추이에 

대한 기술적 추론(descriptive inference)을 설명한다. 탄넨발드는 2차 대전 말에 핵사

용에 대한 겁에 질린 반응이 이후 미국 핵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핵 금기를 형성했다

고 주장한다. 이 금기는 여론의 수준에서 나타난 반응에서 시작되어, 정책 결정자에 

포섭된 규범적 위임자(normative mandate)에 의해 진화되었다. 탄넨발드 연구의 핵

심 임무는 먼저, 이 겁에 질린 반응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것이 어떻게 확산되었으

며, 이러한 반응의 요소가 결국 핵금기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 이처럼 과정추이의 방법은 사례를 깊이 있게 기술함으로써 인과적 배열을 통해 

인과적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본 논문이 지적재산권 레짐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

에서 주요한 인과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유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과정추이의 방법

이 단일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분석의 주된 자료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처음으로 주

창한 미국산업협회와 지적재산권위원회의 보고서와 이들이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

또 미국 의회 내에서의 논의들을 다룬 의회자료,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인 규

범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둘러싼 제도적 협상 과정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논의들,

각 국가들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제출한 의견서들과 회의 자료, 그리고 초국적 기업

들의 성명서와 의견서, 그리고 언론 등이다.

TRIPS협정의 개정과정에서 주요한 규범기획가로 등장한 것은 비정부조직들이다.

가장 먼저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의 보호를 저해한다는 것과 TRIPS협정의 체결을 주

도했던 초국적 기업이 국가의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연구의 상당수를 실행했다는 정

보를 알려준 것은 미국 내의 소비자단체인 CPTech이다. 이 단체의 대표인 랄프 네

이더(Ralph Nader)와 제임스 러브(James Love)는 공중보건보호 운동이 발생하던 시

기부터 TRIPS협정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행위자들을 만나고, 성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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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 내 소비자단체에서 시작된 논의는 보건 관련한 초국적 

비정부조직인 국제보건행동(HAI), 옥스팜(Oxfam), 국경없는 의사회(MSF) 등 다양한 

비정부조직과의 연합을 통해 확장되었다. 이들 초국적 비정부조직도 이 문제와 관련

해서 지속적인 의견서와 성명서, 연구물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세계보건총회에 참관

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하였

다. 따라서 이들이 발간했던 성명서와 언론 자료들, 그리고 연구물들은 그들이 이 문

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프레이밍(framing)하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더불

어 비정부조직의 연계작업을 통해 연합을 형성하게 된 세계보건기구, 유엔인권위원

회도 WTO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서와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얼마나 비정부조직들의 주장과 비슷한지, WTO 내에서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

지 살피기 위해 이들 자료를 분석한다. WTO내에서 각 국이 제시하는 의견서는 

WTO의 홈페이지의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정부조직과 국제기구

연합의 활동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WTO는 다자적 

무역질서이기 때문에 이 여론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수는 없다. 게다가 1999

년에 있었던 시애틀 회의에 반대하는 초국적 시민사회운동은 WTO 각료회의를 무산

시킬 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여론이 주는 압박도 컸다. 따라서 각 시기별로 주요 문

제에 대한 여론을 살피기 위해 세계 주요 신문을 분석한다. 신문은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의 하나로, 전 세계적인 신문을 검색할 수 있는 

LexisNexis®Acadimic1)을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비정부조직과 국제기구, 개발도상국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문제

가 결국 TRIPS 이사회에 상정이 되고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다. 이 회의는 국제사회에서 형성된 담론과 규범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협상

되는지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회의는 2001년 12월 도하선언이 채택된 

이후부터 개정이 이루어지는 기간까지 정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회의를 통해 여

러 국가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왔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 각 국가들과 국가들이 연합을 형성한 집

단들이 제출하는 의견서를 분석하는 것은 제도적 협상과정을 분석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여론을 살피기 위해 언론에 제출한 보도자료 등도 함께 검토한

다.

1) http://www.lexisnexis.com/ap/academic/?lang=kr+http%3A%2F%2Fwww.lexisnexis.com%2Fa

p%2Facademic%2F%3Flang%3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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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TRIPS협정이 에이즈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변화된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다. TRIPS협정의 변화를 국가 행위자의 능력의 변화로 설명하는 연

구와 변화 원인을 이익의 변화나 관념(ideas)의 변화로 설명하는 연구들을 살펴본다.

기존연구 분석을 통해 이익의 변화나 관념의 변화가 TRIPS협정의 개정을 설명할 때 

부족한 한계들을 고찰하고, 새로운 이론적 대안으로 국제레짐의 변화에 규범이 미치

는 역할을 고찰한다. 힘과 이익이 비대칭적으로 구조화된 국제레짐에서 그 레짐의 

규칙이 모순에 부딪쳤을 때 규범이 등장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레짐의 변화를 이끌

어내는지를 켁과 시킨크(Keck and Sikkink)가 제시한 규범의 동학에 주목해 살펴본

다. 그들이 제시하는 규범의 동학은 규범의 출현과 확산, 규범의 내재화라는 3단계로 

지적재산권 레짐의 등장과 그로 인해 발생한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에서 등장한 지적

재산권 규범에 대항적인 새로운 인권의 규범이 등장하고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틀로 

제시한다. 나아가 지적재산권과 인권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규범이 충돌하고 수렴하

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TRIPS협정의 개정을 살펴보기 이전에 지적재산권 개념이 TRIPS협정

에서 규정되면서 국제레짐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본다. TRIPS협정 지적재산

권 보호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들이 중심이 되어 지적재산

권을 하나의 규범으로 제시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다. 그 

설득의 과정에서 슈퍼 301조와 같은 강압적 제재와 같은 패권적 사회화의 모습도 있

고, 지적재산권이 레짐으로 형성될 때 갖게 되는 이익을 포장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

을 설득해나가는 현상도 존재했다. 즉 TRIPS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은 무역레짐에 새

롭게 등장하는 지적재산권 규범을 이익으로 규정하면서 연합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규범을 선도적으로 출현시킨 초국적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

로 어떻게 규범을 사회화하고, 또 국가 단위를 넘어 국제 수준에서 어떻게 연합을 

형성하는지 2장에서 제시한 규범의 동학의 틀로 분석한다.

4장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지적재산권 레짐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만

연하면서 개발도상국에 공중보건 상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전의 지적재산권 

레짐이 갖는 모순을 지적하고 이 레짐에 저항하는 새로운 규범이 출현하고 확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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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분석한다. 지적재산권 레짐이 공중보건의 보호라는 공공성을 침해하는 인지

적 불일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여 비정부조직이 중심이 되어 의약접근권 혹은 인

권 규범이 등장하고 확산되었다. 비정부조직은 지적재산권 레짐하에서 발생한 에이

즈의 만연을 지적재산권이라는 이익이 아닌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성의 문제, 즉 인간

으로서의 권리인 의약접근권의 문제로 의제를 재설정하면서 이 문제에 공감하는 다

양한 행위자들과의 연합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중보건을 추구하는 국제

기구와 초국적 비정부조직은 물론이고, 자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사활적 이익을 가진 

개발도상국들도 연합에 참가했다. 그 과정에서 의약접근권이 인권이라는 규범에 접

목이 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연합이 형성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레짐이 국가들 간의 힘의 불균등 상황에서 강대국의 이익에 기반한 국제

레짐을 규범이 갖고 있는 적절성에 기반해 연합을 확장하고, 결국 고착화된 이익 불

균등 상황을 정당성의 문제로 타개하면서 국제레짐을 변화시킨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비대칭적 구조에서 규범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등장하며, 그것이 어떻게 연합 

형성을 이끌어 내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본다.

5장에서는 TRIPS협정을 개정을 둘러싼 제도적 협상의 단계로 지적재산권을 옹

호하는 미국과 그에 대항하는 아프리카 및 개발도상국 그룹이 각각의 내세우는 규범

에 근거해서 논쟁하고, 협상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세 단계로 나뉘어 TRIPS협정

이 개정되는 과정을 TRIPS협정의 이사회에서 각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위자들의 논

쟁과 합의 과정을 분석한다. 지적재산권 레짐의 출현에 적극적이었던, 이해관계를 가

진 국가들과 지적재산권 레짐으로 공중보건정책에 억압을 받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논쟁의 핵심과 그 근거들을 살펴보고, 결국 어

떤 과정을 거쳐 TRIPS협정의 개정에 이르게 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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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틀

본 논문은 앞서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강대국과 초국적 기업의 힘과 이익에 의

해 형성된 국제레짐이 약소국의 사활적인 이익, 즉 공중보건의 보호를 침해할 때 공

중보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다

시 말해 힘과 이익이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된 국제레짐이 공중

보건과 같은 공공성(public interest) 혹은 정당성(legitimacy)을 억압하고 침해할 때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것은 국제레짐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

의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국제레짐은 힘이나 이익의 분포가 바뀔 때 변화한

다는 구조적 이론이 우세하지만, TRIPS협정의 경우 강대국의 힘이나 이익은 형성 단

계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구조의 비대칭적 분포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설명할 새로운 이론적 자원이 필요한 것이다.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은 결국 약소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존의 TRIPS협정의 변화를 연구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

토하고, 국제레짐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이론을 모색하도록 한다.

1. TRIPS협정에 대한 기존 연구

TRIPS협정은 1995년 1월 세계무역레짐이 GATT에서 WTO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하는 WTO체제 내에 새롭게 등장한 지적재산권 레짐이다.

TRIPS협정이 새로운 국제레짐이 되는 이유는 이전에는 무역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

간의 정신적 창작 활동의 결과에 재산권을 부여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함으로써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칙과 규범 및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TRIPS협정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법학적 접근이 많다. 즉 새로운 규정을 해

석하고 설명하는 연구가 많다. TRIPS협정에 정치학, 그 중에서도 국제정치 영역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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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과 저개발국 사이에 만성적 에이즈 질병이 확산되면서부터이다. 질병의 확산

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값싼 복제약을 생산하는 공중보건정책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정책이 TRIPS협정에 명시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

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준수를 요구하고 강제하는 국제레짐과 인간으로서 건강

하게 살 권리인 인권이 부딪치는 상황이 제기되었고, 또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중보건정책을 취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심각한 정치적 문

제가 되었다. 지적재산권 협정 내의 특허권과 공중보건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연

구는 크게 국제법, 보건학, 국제정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국제정치 분

야에서는 TRIPS협정이 공중보건 문제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주로 다루었다. 강대국의 힘과 이익을 반영한 TRIPS협정이 2001년 도하선언을 통해 

2005년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제약하고 결국 약소국의 이익을 보호하

는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된 것은 국제정치에서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국

제정치에서는 TRIPS협정이 체결되는 과정과 이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TRIPS협정의 성립과 변화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수전 셀(Sell,

2003)의 연구다. 셀은 지적재산권이 지구적인(global) 차원의 규범으로 등장하는 과정

과 이후 이에 저항하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는 과정을 구조와 행위자, 제도의 관점

에서 분석하였다. 셀은 기본적으로 구조적 차원의 접근과 행위자적 차원의 접근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구조에 배태되어 있는 행위자라는 개념의 ‘구조화된 행위자

(structured agency)’로 지구적 지적재산권 규범의 등장을 설명하였다2).

구조화된 행위자 개념은 마가렛 아처(Archer, 1982)가 제시한 ‘형태발생이론

(morphogenetic approach)’에서 차용된 것이다. 형태발생이론은 구조와 행위자의 상

호구성과정을 포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시간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 이론이 구

2) 지적재산권이 전 지구적인 규범으로 등장하는 과정은 물질적이든 문화적이든 구조적 차원에서든 

지구화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셀은 이러한 구조적 차원의 설명이 동일한 지구화와 초국

적 자본가 계급의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슈 영역에서는 동일한 승리를 얻지 못한 점

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행위자 중심의 접근은 국가 행위의 미시적 기반과 국가 

이익의 국내적 원천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합리적 선택론과 같은 지나친 행위자 중심 

접근은 몰역사적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더 큰 맥락과 구조를 무시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행위자 차원의 접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행위자를 중

심으로 보되, 더 깊은 구조에 배태된 상태인 ‘구조화된 행위자’ 개념으로 접근한다(Sell 20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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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행위자의 상호구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하는 중요한 전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구조가 구조를 변환하려는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것과 둘째, 구조적 

동화 작용은 행위보다 이후에 등장한다는 것이다(Archer 1982, 467). 따라서 구조를 

바꾸려는 행위는 선행하는 구조라는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고, 행위자는 항상 자신들

이 만들지 않은 앞선 구조에 배태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조화된 행위자’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도가 이 구조와 행위자를 매개하게 된다. 첫째, 구조는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행위자를 만들고, 둘째, 이렇게 만들어진 행위자가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구

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Sell 2003, 26).

구조에 배태된 행위자가 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은 기존의 구조가 현재의 이익 

증진에 일치하지 않는 상태, 즉 구조적 불일치가 발생해 행위자로 하여금 “그들의 

이해관계를 증진하는 일련의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특수한 상황논리”(Archer 1995,

216)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가 절대적으로 행위를 유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행위자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 셀은 아처의 분류를 

인용하여 행위자를 원시적 행위자(primary agents)와 조직적 행위자(corporate

agents)로 나눈다3)(Sell 2003, 76). 원시적 행위자는 조직되어 있지도 않고, 이익을 체

계화하지도 않는 반면, 조직적 행위자는 구조적 불일치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자신

들의 이익에 맞게 조직하고 체계화할 줄 아는 행위자라고 본다. 따라서 구조적 불일

치를 인식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 조직적 행위자에 달려있다는 것이 이론적 

틀의 핵심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셀은 지적재산권이 지구적 규범으로 등장하

는 과정을 1차 형태 발생 주기(morphogenetic cycle 1)로 보고, TRIPS협정이 체결로 

세계 지적재산권 체제가 등장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는 시기를 

2차 형태 발생 주기(morphogenetic cycle 2)로 나누어 분석한다. 즉 지적재산권이 전 

지구적 규범으로 등장하는 1차 형태 발생 주기는 지구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사

상의 흐름이라는 구조 하에서 기술의 발전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구 지적재산권 체제

3) 원시적 행위자(primary agents)란 “스스로의 이익을 조직하지도 않고 체계화하지도 않으며, 구조

를 형성하거나 재형성하는 데에 전략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조직적 행위자

(corporate agents)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를 그들과 타인들에게 맞도록 체계화

할 줄 알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조직화되어 있다”(Archer 1995, 258). 그러나 구조를 바꾸기 전

에 행위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행위자가 바로 조직적 행위자이다. 즉 이들은 “구조적 형태를 정의

하거나 재규정하는 데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한 이들은 체제의 균열이 벌어질 것인지 아

니면 유지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핵심 고리”이다(Archer 1995,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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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일치라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불일

치를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 초국적 기업들과 미국이 조직적 행위자

(corporate agency)로 등장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TRIPS협정을 체결하게 강요

함으로써 결국 전 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TRIPS협정이 맺어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막강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지식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이를 잘 포장(framing)하는 전략을 포함해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을 보유했기 때문으로 본다.

한편 이렇게 성립된 전 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가 새로운 2차 형태 발생 주기

의 구조가 되고, 이 TRIPS협정을 통해 성립된 지적재산권 체제가 공중보건 보호에 

장애가 된다는 구조적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를 인식하고 조직

한 행위자는 주로 비정부조직이었고, 이들이 지적재산권 체제에 저항하는 의약접근

권 운동을 조직한 결과 도하선언을 얻어냈다고 본다.

셀의 이 책은 TRIPS협정이 등장하는 과정과 그 이후 이에 저항하는 운동이 등

장하는 과정과 원인을 구조와 행위자의 두 관점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구조화된 

행위자’라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지구 자본주의라는 

구조 하에서 어떻게 TRIPS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는지를 초국적 기업이라는 조

직적 행위자가 막강한 물질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조직한 것으

로 설명하였다. 반면 이렇게 성립된 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가 공중보건을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일치의 상황에서 비정부조직이 중심이 된 조직적 행위자의 전략이 

도하선언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즉 각 시기별로 행위자들이 등장

하게 되는 맥락과 그 맥락 속에서 어떤 행위자가 주요하게 등장하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주로 TRIPS협정의 체결을 통해 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이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물론 6장에서 TRIPS협정 체결 이후 이

에 저항하는 세력의 등장을 분석하고 있지만, 왜 이 저항세력들의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셀이 결론 부분에서 TRIPS

협정의 성립과 변화에서 관념적 요소보다 구조 혹은 물질적 요소가 더 강력한 힘을 

행사했다고 정리하면서도, 의약접근권 운동의 경우는 담론 전략(discourse strategy)

과 규범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그 한계를 알 수 있다(Sell 2003, 288). 또한 TRIPS협정의 다른 이슈 영역에서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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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않았지만, 의약품 접근권 운동이 궁극적인 성공을 거둔 원인도 설명하지 못 

한다.

이는 ‘구조화된 행위자’ 개념이 지나치게 구조의 시간적 선행을 전제하기 때문

에 행위자가 갖는 독립적인 능력을 애써 약화시킨 것이란 지적이 가능하다. 즉 셀도 

행위자의 전략적 능력을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구조적 맥락을 강조하다 보니 TRIPS

협정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담론 전략, 혹은 본 논문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규범의 

역할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콕스가 비판한 것처럼 새로운 행

위자의 등장에 따른 이념의 변화가 제도를 변경시키고 따라서 체제를 변환시킬 수 

있다(Cox, 1986)는 점을 고려할 필요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셀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그녀가 다 분석하지 않은 TRIPS협정을 변화시킬 수 있었

던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막강한 경제적 권력을 갖고 있는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들의 이익에 기반해 성립된 TRIPS협정이 변화하게 된 것에는 

경제적 권력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셀이 강조하는 조직적 

행위자의 다양한 전략이 어떻게 매개되어 TRIPS협정 자체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규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셀의 연구는 TRIPS협정의 체결과 이후의 저항의 흐름이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 

국제정치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선도적인 연구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연구는 2005년 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 연구 자체

가 TRIPS협정의 형성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후에 나타난 

TRIPS협정의 변화과정을 그 원인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공중보건 관련 TRIPS협정의 변화를 설명하는 원인은 크게 물질적 능력의 변화,

혹은 TRIPS협정을 둘러싼 이익의 변화, 그리고 TRIPS협정에 대한 관념(ideas)의 변

화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국제레짐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을 

각 이론적 입장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TRIPS협정의 변화의 원인을 설명

하는 입장에 따라 각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힘과 이익, 혹은 관념을 강조하는 각 

입장이 지니는 장점과 한계를 고찰하고, 본 연구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필요한 이

론적 입장을 모색해본다.

1) TRIPS협정 변화의 원인: 능력 혹은 이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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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TRIPS협정이 변화하게 된 원인을 의약품을 생산하는 능력의 분포의 변화

로 설명하는 입장을 살펴본다. 케네스 쉐들런(Shadlen, 2007)은 지적재산권과 공중보

건의 충돌을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결과물에 대해 권리권자 이외에 사용을 제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

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TRIPS협정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제약기업들

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그런데 공중보건 문제가 

제기되면서 등장한 요구는 이러한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제약할 수 있는 강제실시

(compulsory licensing)4)이었다. 의약품 시장에서 특허권을 가진 제약품은 대다수가 

선진국들이 공급하고 있고, 반면에 복제약(generic drugs)5)은 브라질,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대다수를 공급한다.

쉐들런은 기본적으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의 갈등을 특허권을 가진 제약 시장

과 복제약 시장 사이에 이익을 둘러싼 경쟁으로 보고 있다. 이 이익의 경쟁 구조에

서 개발도상국이 복제약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제약시장의 이익 구조

가 변화했고, 그것이 결국 TRIPS협정을 변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정치적 기회구조 측면에서 다룬 것에 비해 국제정치경제의 입장에서 복제

약 시장의 능력과 이익 분포의 변화가 TRIPS협정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쉐들런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복제약을 생산하는 능력의 구조가 TRIPS협정이 변

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는 구조적 차원의 설명을 시도한다. 그러나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구조적 차원의 능력의 분포나 이익의 분포는 결국 개별 국가의 능력이 변화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웬트는 이를 개체주의라고 비판한다(Wendt, 1999).

웬트는 이러한 물질적이고 개체주의적인 관점으로는 체제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고 본다.

개체주의 비판과 더불어 쉐들런이 주장하는 이러한 능력의 변화는 어떻게 2001

년에 들어서서 도하선언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2005년에 개정을 통해 협정이 변화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을 둘러싼 갈등에서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의약접근권, 나아가 인권과 같은 규범, 즉 무엇이 핵심적인 

4)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특허권

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강제실시권을 허용하는 상황이 사라지는 즉시 강제실시권

도 종료된다. 강제실시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의약품을 생산하는 복제약

(generic drugs)의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다(윤미경․이성미, 2001).

5) ‘복제약(generic drugs)’은 상표 등록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가리키는 용어로, 상표 등록을 받은 

브랜드 의약품(brand drugs)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윤미경․이성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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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문제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TRIPS협정과 공중보

건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를 의약접근권과 인권이라고 하는 규범적 차원의 문제로 보

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의제를 제시한 비정부조직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문제

가 있다. 특히 브라질의 복제약 생산이 특허권 중심의 제약 시장 구조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경제제재를 통해 브라질을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협정의 개정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장 구조의 변화로만은 설명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2) TRIPS협정의 변화의 원인: 관념의 변화

다음으로 국제레짐의 변화를 이익의 변화로 설명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TRIPS협정의 변화를 설명할 때,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이익의 변화를 요인으로 설

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

자체가 변화하여 TRIPS협정이 변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TRIPS협정을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행위자의 행위의 동기가 이익이라고 설명하는 연구가 있다.

이에 반해 행위의 동기가 이익보다는 관념이라는 연구도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구성주의의 사이에서 결합을 시도하는 이론적 시도의 한 부류이다. 두 

이론의 결합을 목표로 하면서도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은 이익이 

관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반면, 구성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은 관념이 이익을 재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각각의 입장을 대표하는 연구들을 살펴보고, 각 

입장에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취해야 할 이론적 입장에 근

거로 삼고자 한다.

먼저 TRIPS협정을 변화시킨 것은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자가 전

략적으로 관념을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셀은 앞서 소개한 ‘구조화된 행위자’로써 초

국적 기업의 권력이 TRIPS협정을 형성하게 된 동력이었다고 분석한 이후, 프라케쉬

(Aseem Prakash)와 함께 이 구조화된 행위자들이 전략적으로 채택하는 관념(ideas)

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Sell and Prakash, 2004). 이 논문에서 셀과 

프라케쉬는 TRIPS협정이 체결되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던 초

국적 기업과 비정부조직이 각각 전략적으로 채택한 ‘경쟁력’, ‘생명’이라는 관념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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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책에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의 이면에

는 각 행위자들의 전략적 이익이 있었다는 것이 핵심 논리이다.

이들은 관념과 이익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초국적 기업은 도구적이고, NGO

는 규범적이라는 구성주의적 설명을 비판한다. 오히려 이들은 모든 관념 뒤에 이익

이 존재한다는 피터 홀의 논의(Hall, 1986)를 받아들인다. 두 행위자 모두 도덕적 이

상과 물질적 고려에 의해 추동되는 이익집단이며, 네트워크 전략과 활동은 유사하다

고 본다. 따라서 이 두 경쟁하는 행위자는 정보의 전략적 배치와 규범적 프레임을 

통해 정치적 기회를 만들어 권력 방정식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 핵심주장이다. 즉 

초국적 기업은 ‘특허는 자유무역과 투자를 보장하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에 대항하여 비정부조직은 지적재산권에 반하는 ‘복제약이 생

명을 살린다’는 프레임을 통해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분석한다. 즉 일반

적으로 기업 행위자가 이익만을 쫓고 비정부조직은 신념을 쫓을 것이라는 켁과 시킨

크(Keck and Sikkink, 1998)의 이론적 전제를 비판하고, 초국적 기업이나 비정부조직

이나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관념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의약접

근권을 주장한 비정부조직도 당시 조직의 지도자인 랄프 네이더(Ralph Nader)가 

2000년 미국 대선에 출마하게 됨에 따라 득표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종속변수를 미국의 정책으로 두고 있다. 셀과 프

라케쉬는 미국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미국 정책의 변화가 TRIPS협

정 변화에 중요한 지표라고 상정한다. 그러나 공중보건 관련 TRIPS협정이 변화한 것

을 미국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미국 정책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결론

을 내린 점은 있지만, WTO 내부의 논의와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입장을 바꾸면서 

전체 구도가 많이 변화한 것이 결국 미국의 입지를 좁힌 것을 설명하지 못 하는 것

이다.

더불어 공중보건을 주장하는 캠페인이 모두 비정부조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비정부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국제기구와 연합도 형성하고, 의제도 설정했다는 지적이지만 실제 분석을 보면 특허

권이 에이즈 치료에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권위원회로 확산하여 이 문제를 인권

의 문제로 재규정한 데에는 브라질 정부의 영향이 컸다. 따라서 지나치게 초국적 기

업 중심의 캠페인과 비정부조직 중심의 캠페인으로 비교하다보니 더 다양한 행위자

의 활동과 그들이 연합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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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왜 그 관념에 의존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익은 관

념에 의해 결합될 때 현실화가 된다.

한편 오델과 셀(John S. Odell & Susan Sell, 2006)은 공중보건과 관련한 TRIPS

협정이 변화하게 된 원인이 행위자들이 채택한 혼합분배전략(mixed distributive

strategy)으로 문제를 재규정한 것으로 설명한다. 혼합분배전략은 일방적으로 신뢰도

(credibility)와 통합(unity)이라는 조건에서 가치만을 요구하는 강력한 분배전략(strict

distributive strategy)에 비해 다른 목적을 가진 행위자들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

다. 이들은 TRIPS협정 자체가 강대국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형태로 체결되었는데, 도

하선언이 개도국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된 형태로 결론이 날 수 있었던 것은 개도국 

연합이 이론적 권위에 기대어 문제를 재규정한 재분배전략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도하선언의 채택이 에이즈의 만연이라는 외적 조건에 의

해서가 아니라 혼합분배전략에 따라 각 행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

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합리적 선택은 단지 이익만을 계산하는 합리성이 아니라 가

치나 규범에 의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들은 

합리주의와 구성주의적 시각을 분리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였

다. 즉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TRIPS협정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연합은 지적

재산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현안을 재규정

(reframing)하는 전략을 통해 이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

한 재규정을 각 행위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보고, 이 재규정된 

가치가 전략적 행위, 즉 미국의 선택을 제약함으로써 결국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의 최대 보호라는 입장에서 변화하여 도하선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다.

오델과 셀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연구 질문이 본 논문과 유사하다. 즉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형태로 형성된 TRIPS협정이 어떻게 힘의 비대칭적 구조에서 바뀌

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 선

택의 결과로 분석하지만 그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치나 관념

에 영향을 받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전제하는 것은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오델과 셀은 이슈를 가치로 재규정한 것이 도하선언을 이끌어낸 성공요

인이었다고 설명하고자 하면서도 합리성에 입각하다보니, 그 가치가 갖는 역할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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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하지 못한다. 즉 오델과 셀이 무엇을 가치로 설명하는지를 보면, 이들은 약소국

이 힘이 없지만 이론적 권위(theoretical authority)를 가지고 분배적 결과를 전환했다

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 이론적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 이론적 권위가 등

장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그 이론적 권위를 규범으로 상정하

고자 한다. 비정부조직이 지적재산권 규범이 갖는 규칙의 모순을 인식하고, 이 문제

를 의약접근권이라는 규범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위의 적절성과 정당성을 갖게 되었

다. 이것이 바로 오델과 셀이 말하는 이론적 권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오델과 셀의 분석은 왜 개발도상국과 비정부조직이 연합을 형성하는지도 설

명하지 못한다. 즉 이들은 두 행위자가 이 협상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연합을 

형성했다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연합을 형성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

명이 없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는 연합은 비정부조직과 개발도상국만을 의미하지

만, 실상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합도 큰 영향이 있었다. 특히 유엔인

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유럽연합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이었다.

이는 공중보건 연합이 형성되는 과정이 비정부조직에 의해서 먼저 의약접근권

이라는 규범이 등장했고, 이것이 각자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같은 이슈에 대

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혹은 복

제약을 생산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등 서로 상이한 목적을 가진 행위

자들이 의약접근권과 인권이라는 규범을 통해 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델과 셀의 문제의식은 계승하지만, 그들

이 설명하지 않은 이론적 권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연합이 형성되게 되는지를 설

명하기 위해 규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3) TRIPS협정의 변화 원인: 레짐전환 혹은 레짐의 복합성

한편 TRIPS협정의 변화를 힘, 이익, 관념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있다. 헬퍼(Helfer, 2004)는 TRIPS협정을 국제레짐

으로 인식하고, 그 변화가 가능했던 원인을 레짐전환(regime shifting)으로 분석하였

다. 레짐 전환이란 조약 협상, 법안 주도 혹은 한 국제 공간에서 다른 국제 공간으로 

기준 설정 활동을 통해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를 변경하기 위한 시도를 일컫

는다. 예를 들어 강대국이 조약 협상을 통해서는 자신의 목적대로 실현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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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될 때는 국내 법안으로 이동하거나 같은 효과를 가진 영토외적 효과를 가지

는 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Helfer 2004, 14).

이러한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공중보건, 인권, 생물다양성, 식물유전자원이라는 

TRIPS협정 내에서 주요하게 제기된 네 가지 영역의 레짐 전환을 행위자와 그들이 

채택한 전략과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공중보건과 생물다양성 이슈의 경

우 개발도상국이나 NGO들이 지적재산권의 규칙 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해 국제보건

기구(WHO)나 유엔인권위원회 등 TRIPS 레짐 외의 레짐을 이용하여 변경이 가능했

다고 본다.

헬퍼의 연구는 개발도상국과 NGO들이 지적재산권 레짐을 전환하기 위해 실질

적으로 새로운 규칙과 규범을 제정하고, 그를 뒷받침할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 현상

과 이들이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레짐과의 형성한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본 논문이 연구하려는 관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헬퍼가 다루는 규칙과 규범은 법적 

차원에 치우쳐 있고, 규범의 역할보다는 이를 통해 다양한 레짐들과의 관계를 확장

해 레짐을 전환했다는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이 연구는 레짐 전환이 

일어나는 조건을 연구하기 위해 네 가지 이슈 영역을 비교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범

이 누구에 의해서 출현하고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규범과의 경쟁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연구는 레짐 전환을 이론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어 충분한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헬퍼의 이후 연구(Helfer, 2009)에서 지적재산권 정치의 변경을 국제레짐의 복합

성으로 설명하였다. 국제레짐의 복합성 연구는 데이비드 빅터와 칼 라우스티알라

(Victor and Raustiala, 2004)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맺어진 각종 무역 협정을 ‘스

파게티 그릇’으로 표현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무역협정을 ‘레짐 복합성(regime

complexes)’이라 일컫은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국제레짐의 복합성은 행위자 관계 사

이의 링크를 드러내주고, 그냥은 드러나지 않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틀을 

제공한다(Alter and Meunier 2009). TRIPS협정을 국제레짐의 복합성으로 설명한 헬

퍼는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을 둘러싼 갈등에서 5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 컨소시움과 

NGO들의 연합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정책공간을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반

영한 복제약 생산을 허락하는 협정의 개정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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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제지적재산권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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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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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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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지역협정

TRIPs

출처: Laurence Helfer, "Regime Shifting in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Perspectives on Politics 7: 1, 40.

헬퍼가 말하는 지적재산권의 복합성은 위 그림을 통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헬퍼의 국제레짐의 복합성과 ‘레짐 전환’은 TRIPS협정과 공중보건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복잡한 상황을 한 장의 사진처럼 보여주기에 적절한 설명틀이다. 즉 TRIPS협

정이 만들어놓은 특허권제도 아래 에이즈의 확산이라는 공중보건 상의 위기의 상황

이 닥쳤을 때, 비정부조직과 개발도상국이 TRIPS 레짐 외의 다양한 국제정치의 공간

들, 즉 국제보건기구나 유엔인권위원회와 같은 레짐 외의 국제정부 기구를 활용하며 

새로운 규칙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거나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하지만 국제레짐의 복합성과 레짐 전환의 이론적 틀로는 그 레짐 전환이 어떻

게 이루어졌는지, 지적재산권 레짐에 대항하는 행위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레짐의 전

환을 꾀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레짐이 갖는 복합성이 행위자

에게 다양한 정책적, 전략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러한 복합성이 레

짐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인과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즉 복합성 이론은 인과관

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어떻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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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건과 충돌하는 지적재산권 레짐을 변경시켰는지, 비정부조직이나 개발도상국들

이 무엇 때문에 지적재산권 레짐을 변경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

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레짐이 등장하고, 공중보건정책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담론으로써 ‘의약접근권’과 ‘인권’의 등장과 이 두 담론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논의

되고 수렴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대안적인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4) 소결

지금까지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수준의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

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TRIPS협정의 개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그 변화 원인에 초

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셀의 2003년 연구는 TRIPS협정의 개정 원인을 주되게 분석하

지 않는다. 셀은 TRIPS협정의 성립과 개정의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구조와 행

위자 차원을 결합한 ‘구조화된 행위자’의 이론틀로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셀의 입장

은 구조에 배태되어 구조적 불일치를 인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자를 강조한

다. 이 개념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행위자가 중요하게 등장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도

움이 된다. 그러나 구조화된 행위자의 무엇이 TRIPS협정을 형성시키고 변화시키는지

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TRIPS협정의 형성 과정에서는 구조화된 행

위자로써 초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경제적 능력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

의 우위,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포장할 줄 아는 담론 능력 등 구조적 권력이 전 

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를 형성한 원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셀은 이렇게 

형성된 지적재산권 체제에서 에이즈의 만연으로 공중보건 상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등장한 의약접근권 운동은 초국적 기업과는 다르다는 것을 시인하지만 그것이 무엇

인지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단지 결론에서 경제적 능력보다 관념과 규범의 역할

이 크다는 것을 마지막에 시인할 따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결여

되어 있기에 이 논문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TRIPS협정의 변화 원인을 능력의 변화, 이익의 변화, 그리고 관념의 

변화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쉐들런은 개발도상국의 복제약을 생산능력의 변

화가 결국 의약시장 구조를 변화시켰고, 그것이 TRIPS협정을 변화시킨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복제약 생산 능력이 변화했어도 사실상 초국적 제

약 회사와 강대국이 TRIPS협정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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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이 이 문제를 새롭게 규정하는 다양한 규범들이 등장했고,

그 규범들이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합시킴으로써 하나의 지배적인 규범이 되도록 하

는 복잡하고 핵심적인 과정이 있다. 따라서 능력의 변화나 구조의 변화로 설명하는 

연구는 이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셀과 프라케쉬의 연구나 오델과 셀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이익과 관념의 요소를 

이분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각자 그 중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행위자가 어떻게 관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지가 TRIPS협정을 변화시킨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셀과 프라케쉬는 초

국적 기업과 비정부조직이라는 행위자가 각자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에 기반해서 관

념을 전략적으로 채택한 것이 미국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관념이 

변화를 가져오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 관념의 이면에는 이익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TRIPS협정 자체의 변화를 설명하기보다

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써 미국의 정책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 게

다가 TRIPS협정의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정부조직 외에 개발도상국과 국제기

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합을 하는 과정과 연합을 형성하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

이 없다.

한편 오델과 셀은 TRIPS협정이 체결된 구조가 비대칭적이었고, 이 상황에서 공

중보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비정부조직 연합이 혼합분배전략을 채

택한 것을 주로 분석했다. 즉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힘이 약한 개발도상국과 비정부

조직이 택한, 분열을 최소화하고 수를 늘리면서 에이즈의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재

규정하는 혼합분배전략을 TRIPS협정의 변화시킨 주된 원인으로 본다. 오델과 셀의 

문제의식, 즉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어떻게 개발도상국과 비정부조직과 같은 약자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같다. 또한 오델과 셀은 셀과 프

라케쉬의 연구와 달리 연합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한다. 그러나 그 연합이 어떻게 형

성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이들은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만 

모든 행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로 연합을 형성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국

제보건기구나 유엔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결합되는 과정은 합리적 선택이라

기보다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과 그것이 인권이라는 규범적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위의 모든 연구들은 TRIPS협정이 변화하게 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관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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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에 성립된 관념 혹은 규범들과 경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하나의 관념 혹은 규

범이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분석하지 않는다. TRIPS협정의 변화는 단지 관념

의 변화가 아니라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규범과 규칙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존에 성립된 관념이나 규범과의 경쟁을 거쳐야 한다. 그 경쟁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규범이 기존의 규범보다 더 정당성이나 적절성을 가져야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다. 규범을 통해서 서로 상이하고 다양한 목적을 가진 행위자들인 행위의 기준에 

합의함으로써 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의제의 우선성과 네트워크의 능력 중 한 부분을 각각 강조

한 접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제의 내용 그 자체

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네트워크가 연결되는지, 그 두 가지가 모두 TRIPS협

정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제의 내용과 연합이라는 네트워

크의 형성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행동의 기준으로써 규범에 주목한다. 규범을 통해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규범

을 중심으로 연합이 형성되는 것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TRIPS협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

앞서 기존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중보건 관련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

를 전 지구적인 행동 규범으로 제도화한 국제레짐이다. 이 국제레짐은 초국적 기업

과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그들의 물질적․구조적 권력에 기반해 형성된 것

이다. 이 비대칭적인 구조에 의해 형성된 TRIPS협정이 에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면서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 보호라는 공공성(public interest)을 침해한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비대칭적인 구조로 성립된 국제레짐이 공공성을 침해할 때,

특히 이 공공성이 약소국의 사활적인 이익과 결부되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변화시

킬 수 있을 것인가? 힘과 이익의 문제로 볼 때는 강대국과 초국적 기업의 힘과 이익

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TRIPS협정은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

정되었다.

따라서 이는 TRIPS협정의 변화가 힘과 이익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변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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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힘과 이익을 제외하고 기존연구에서 TRIPS협정을 변화시킨 원

인으로 제시한 것은 관념이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분석한 관념은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규정한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관념이 왜 등장하는지를 설

명하지만, 그 관념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또한 기존연구

에서는 왜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행위자들이 연합을 형성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TRIPS협정의 변화가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

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을 모색한다. 그러기 위해 TRIPS협정이 공중보건

의 보호와 부딪히는 지점을 힘이나 이익의 대립이 아니라 국제레짐이 전 지구적인 

행동의 규칙으로 적절한가라는 적절성(appropriateness)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는 

TRIPS협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진영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적절

한지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그 적절성의 논리로써 규범의 역할에 주목

한다. 규범은 행위자에 의해 등장하고, 그 적절성의 기준에 동의하는 행위자들 사이

에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이 행위의 기준을 놓고, 어떤 입장이 더 지배적인

지 경쟁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다. 따라서 TRIPS협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레짐에서 정당성으로서의 규범과 그 규범이 누구에 의해서 등장하여 어떤 과정

을 거쳐 TRIPS협정을 변화시켰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규범의 동학을 이론적으로 고

찰해본다.

2. 1. 국제레짐의 변화: 정당성으로서 규범

본 논문은 TRIPS협정의 체결과 개정이라는 종속변수를 국제레짐의 변화로 본다.

왜냐하면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하여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들

이기 때문이다. 국제레짐6)은 “주어진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

6) 국제레짐은 국제제도와 그 의미상 거의 유사하다. 리자와 시몬스는 두 개념 모두 국가 행위를 규

제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공식적/명료한 것과 혹은 비공식적/함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

서 같다. 그러나 국제레짐은 특정 이슈 영역 내의 규칙과 규범을 의미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보편적 목적을 가진 UN은 레짐이 될 수 없다고 본다(Lisa L. Martin and Beth A. Simmons 

2001, 1-2). 레비와 영, 마이클 젼은 국제레짐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해 “국제레짐

은 특정한 이슈 영역에서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치하기 위해 합의된 원칙, 규범, 규칙, 절차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회적 제도(international regimes as social institutions consisting of 

agreed upon principles, norms, rules, procedures and programs that govern the 

interactions of actors in specific issue areas)”라고 정의하였다(Marc A. Levy, Oran R. 

Young and Michael Zürn 1995, 274). 본 논문에서 국제레짐과 국제제도는 거의 유사하게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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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명시적이거나 내포적인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과정(Implicit or

explicit principles, norm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round which actor's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area of international relations)”(Krasner 1983, 2)

이다. 즉 국제레짐은 거기에 속한 행위자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개별 행위자에게도 

주어진 영역에서 기대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명시적인 규율뿐만 아니라 그러

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포적인 의미의 문화까지 포함하는 중범위 수준의 개념이다.

국제레짐은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는 독립변수가 될 수 있지만,

한편 여러 가지 외적 요인과 교차변수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관점에서 종속변

수가 된다. 또한 국제레짐은 그 정의상 원칙과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규범의 

변화가 국제레짐 자체의 변화가 될 수 있다. TRIPS협정을 국제레짐으로 보는 이유는 

TRIPS협정이 규정하는 중요한 규범, 즉 지적재산권 규범이 공중보건 규범에 의해 바

뀌기 때문이다. 이 규범은 항상 행위자에 의해서 출현한다(Keck & Sikkink, 1998).

따라서 국제레짐 내의 규범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새롭게 권력을 가진 행위자를 

포착하고, 규범의 의미와 새로운 행위자 사이의 상호관계와 규범의 의미와 그 결과

에 대해 새롭게 제기되는 논쟁을 연구할 수 있게 한다(Kersbergen et al., 2007).

크래스너는 레짐의 변화를 레짐의 구성 요소 중 어느 범위에서의 변화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즉 원칙과 규범의 변화는 레짐 자체의 변화(a change of regime

itself)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논쟁을 가져오는 ‘혁명적 변화(revolutionary

다. 그러나 앞서 정의한 개념에 기반해 지적재산권이라는 특정한 이슈 영역의 규칙과 규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레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수잔 스트레인지는 레짐이라는 용어가 힘과 권력관계를 희석시키는 잘못된 용어라고 비판하

였다. 또한 ‘사회이론과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어떻게 질서가 수립되고 유지되며 파괴되는

가’라는 질문이 없다고 비판하였다(Susan Strange, 1983). 따라서 수잔 스트레인지는 질서나 체

제라는 말을 선호한다. 본 논문은 수잔 스트레인지의 이 문제의식을 받아들인다. 본 논문은 

TRIPS협정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인지가 생각하는 근본적 질문과 

가깝다. 또한 레짐이론이 지나치게 국가 중심적이라는 스트레인지의 비판을 고려해 따라서 수잔 

스트레인지가 제안한 국가 이외의 행위자로서 시장, 즉 초국적 기업 행위자와 비정부조직의 역할

을 수용한다. 이렇게 국제정치의 행위자를 국가 이외로 확장하는 입장이 오늘날 대세이다. 그 대

표적인 이론적 입장이 초국적 국가관계(Transnational Relations)로 보는 입장과 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로 보는 입장이 있다. 사실 이제 국제레짐에 대한 연구도 그 행위자를 국가

로 한정짓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지적재산권 레짐이 형성되고 변화되

는 과정에 초국적 기업과 비정부조직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는 시각은 초국가 국가관계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점을 전제하지만 제도적 협상의 단계에서

는 아직 국가 행위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물론 오늘날 WTO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초

국적 기업과 비정부조직 행위자가 협상 과정에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 

행위자를 통해 발휘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따라서 비국가 행위자가 국제레짐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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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이다. 한편 규칙과 의사결정절차의 변화는 레짐 내의 변화(changes within

regimes)로 구분한다(Krasner 1983, 4). 그렇다면 레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레짐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신현실주의에 입각한 패권이론이 가장 널

리 알려져 있다. 신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구조의 성격을 무정부적으로 보기 때

문에 협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협력을 막는 이유는 상대적 이익의 문제와 배

신의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유

일한 조건은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유지할 힘과 능력을 가진 패권의 존재라는 것

이다. 따라서 레짐은 패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패권의 이익에 따라 레짐이 변

화한다는 것이 레짐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다. 스타인도 강대국은 약소국의 선호와 

선택을 구조화하고 선호의 성단(constellation of preference)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힘의 분포가 이익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Stein, 1983).

그러나 패권이론은 제도가 형성되는 조건으로서 패권의 존재에 관심이 있지, 레

짐의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패권이론으로는 레짐의 변화를 설

명하기가 힘들다. 굳이 설명한다고 하면 패권이 레짐에 대해 갖는 이익이 변화했거

나 패권의 능력이 변화한 것을 원인으로 볼 것이다. 이는 신현실주의가 전제하는 구

조적 차원의 변화가 아니다. 패권의 능력과 이익의 변화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

조가 아닌 개체로 다시 환원하는 것인 까닭이다. 또한 현실에서는 패권의 존재와 상

관없이 레짐이 지속되거나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세계경제질서

에서 미국 패권이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레짐을 지속하고자 하는 협력이 

1979년 도쿄 라운드에서 성공한 것을 들 수 있다(Lipson, 1983). 이는 패권의 존재가 

부재할 때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 사례가 된다. 또

한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TRIPS협정의 경우에도 힘과 능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형태로 형성된 TRIPS협정이 이 힘과 

능력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변화한 사례이기 때문에 신현실주의 입장은 이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코헤인은 국가 간 힘의 배분만큼 관례(practices)도 국제정치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Keohane, 1989). 코헤인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

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는 신현실주의와 같이 행위자를 합리적 이

기주의자로 상정한다(Koehane 1984, 1989, 1990; Moravcsik 1992, 1997; Ny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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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eco 1990; Stein 1990). 그러나 이 합리적 행위자는 공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협력을 하며, 그 과정에서 제도가 정보의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줄여준다고 주장한

다. 이 입장도 근본적으로 협력이 발생하는 조건과 협력의 유지에 관심이 있고, 레짐

의 변화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 입장에서 좀 더 나아가 이익을 추구하는 합

리적 행위자를 강조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은 레짐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익

이나 선호의 변화가 곧 레짐의 변화를 이끄는 동기라고 본다. 각 행위자들이 선호하

는 기대값의 수렴이 곧 제도로 등장하는데, 행위자의 이러한 선호가 바뀌면 그 균형

점도 바뀌게 되어 제도는 변화한다는 것이다. 행위자의 선호가 바뀐다는 것은 이익

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

이 행위자의 선호를 바꾸는 것인가?

이에 대해 이익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관념에 따라 행

위자의 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구성주의 입장이 등장하였다. 구성주의는 신자유주의

적 제도주의와 달리 행위자를 개체적인 존재로 파악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에 둘러

싸인 존재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구조 속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선호도를 구

성해간다는 것이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이 설명하는 레짐의 변화

는 이러한 정체성과 이념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집단적 규범과 이해가 행

위자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규범의 구성적 효과(constitutive effect)를 강조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과 구별되는 점이다(Onuf 1989; Kratochwil 1989; Wendt

1999).

이와 유사하게 역사적 구조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이념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콕스(Robert Cox)는 세계질서를 구성하는 행위의 틀, 다시 말해 역사적 구조는 물질

적 능력, 이념, 그리고 제도라는 세 요소의 역학관계로 본다. 신현실주의가 물질적 

능력이 행위자의 행위와 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지만, 콕스는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에 따른 이념의 변화가 제도를 변경시키고, 체제를 변환시킬 수 있다고 본다. 콕스

는 이념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하나는 상호주관적 의미들(inter-subjective

meanings)로 습관과 행위에 대한 기대를 뜻한다.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집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질서에 대한 집단적인 이미지이다. 이는 지배적인 권력관계의 성

격과 합법성, 정의와 공공선의 의미에 대해 행위자마다 갖고 있는 서로 다른 견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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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존 러기(Ruggie 1983)가 국제레짐의 형성과 변화를 단지 힘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정당한 사회적 목적이 결합될 때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과 동일하다.

러기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레짐의 변이는 행동이 아니라, 의미의 상호주관성

(inter-subjectivity)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한 행동에 부여되는 의도성(intentionality)과 

수용성(acceptability)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국제레짐이 원칙과 규범, 규칙,

절차라는 분석적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제레짐은 도구적 가치보다

는 언어와 같은 사회적 제도로부터 파생하는 것이다.

러기는 국제레짐의 형성과 전환은 정치적 권위가 국제화되는 구체적인 발현

(manifestation)으로 본다(Ruggie 1983, 196). 따라서 레짐은 실증주의와 합리주의에 

기반한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정치적 권위라는 표면 구조(surface structure)이며,

이는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심층 구조(deep structure)에 의해 얼마든

지 변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70년대 국제무역레짐이 제한적 자유주의

(embedded liberalism)로 전환된 것은 패권의 쇠퇴라기보다는 당시 국내의 사회세력

들의 요구에 대응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다. 러기는 레짐의 변이를 힘과 정당한 사

회적 목적이라는 두 요소의 결합을 통한 2×2 행렬로 구분할 수 있고, 어떻게 힘과 

정당한 사회적 목적이 정치적 권위로 녹아들어 국제체제가 되는지라는 국제경제질서

의 내용(content)을 볼 수 있다(Ruggie 1983, 198).

저비스(Robert Jervis)도 레짐을 “단지 협조를 촉진시킬 규범과 기대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 이상의 협조적 형태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Jervis 1983, 173). 크래스너도 월츠식의 세력균형 개념, 즉 체계적 압력에 추동되어 

반복적인 균형 행위를 취하는 것은 레짐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오히려 레짐은 카플

란식의 균형(equilibrium) 개념, 즉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힘의 극대화를 억제하는 

규칙에 대한 헌신이고, 이러한 규칙에 대한 헌신이 레짐(Kaplan 1957, 23; Krasner

1983, 3 재인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레짐은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효용성 기능

과 함께 규칙과 규범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무(general obligation)를 부여한

다.

이처럼 레짐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할 때 물질적인 힘과 능력도 중요한 요소이

지만, 정당성의 확보 또한 중요한 축이 된다. 특히 한 번 형성된 레짐의 정당성에 문

제가 제기되면 그것은 곧 레짐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다. 실제로 이 논문이 다루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TRIPS협정을 체결하고자 하



- 37 -

는 과정에서도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의 

일차 목표는 세계경제질서의 탈규제화와 무역 자유화 방향을 확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는 재산권을 보유한 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

정하는 것이고, 다른 이에게는 사용을 규제하는 재규제화(reregulation) 방향이었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목표와 동떨어진 것이었다(Sell 2003, 38). 따 라서 지적재

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역자유화와 충돌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

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TRIPS협정을 포함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의사결정의 규칙이 합의에 

기반한 것이었다. 합의라는 것은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1국가 1투표를 원칙으로 하기에 힘만으로 합의를 획득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처럼 단 한 국가만이라도 반대하면 부결되는 

만장일치와는 달리, 합의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수용하도록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담론권력7)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무역협정

을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규칙(consensus decision making rule)으로 진행하자고 

지지한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전체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

다(Steinberg, 2002)8).

7) 규범 연구에 대한 담론(discourse)적 접근도 있다. 담론이 등장하는 세계사적 맥락은 좌우파의 권

위를 부정하는 1968년 신사회 운동과 연관되어 있다. 담론은 과학의 객관성과 이성에 기초한 형

이상학적 사유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지적 권위에 대한 비판의 산물로 등장하였고, 담론

이론은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명제를 정당화하는 무기였다(다이안 맥도넬, 1992 1장; 

위르겐 하버마스, 2000: 20-22; 구갑우 2008, 98). 

   규범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담론이고, 담론은 곧 생각과 가치를 전달한다. 담론은 상황에 

대한 특정한 정의와 그러한 정의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증(arguing)과 의미체계를 구성하고 변화

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담론이라는 개념은 단지 ‘아이디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담론이란 “일정한 실천들에서 생산․재생산․전환되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실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아이디어, 개념, 범주화 등을 포함하는 일정한 집합체”(Hajer, 1995, 60)이다. 다시 말해 담론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아이디어가 발생하는 맥락과 아이디어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담론분석의 대표적인 학자인 슈미트에 따르면 아이디어란 ‘홀로 부유하지 않

고’ 늘 담론적 맥락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담론 개념 없이 아이디어라는 분석 요소만으로 충분

한 분석이 어렵다(Schmidt, 2002). 담론적 맥락이라는 것은 담론이 형성되는 순간에 존재하는 권

력관계라는 푸코의 전제에서 출발한다. 구찌니 또한 행위를 구성하는 인식과 지식이 모두 사회적

으로 구성될 뿐 아니라, 양자가 연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들 연계의 핵심은 권력현상으로 파

악한다(Stefano Guzzini, 2000). 따라서 담론을 분석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가지게 되는 지식이 어

떠한 권력관계 속에서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가진 행위자가 어떻게 권력관계를 변화

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8) 크래스너는 이를 ‘조직화된 위선(Organized Hypocrisy)’라고 명했다. 즉 베스트팔렌 체제가 채택

한 주권(Sovereignty) 개념은 이러한 힘의 작동을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평등한 국가 관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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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당성을 드러내는 기준이 바로 규범이다. 왜냐하면 국제 규범(international

norm)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주어진 정체성을 가진 행위자를 위한 적절한 행동의 

기준(a standard of appropriate behavior for actors with a given identity)’이기 때

문이다(Katzenstein 1996b, 5; Finnemore 1996a, 22). ‘적절한’ 행동의 기준은 개별적

인 것이 아닌 상호소통과 공유를 통해 ‘집합적 기준’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적절한’ 행동의 기준은 개인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과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s)’를 강조하

는 이익의 추구와는 구분된다. 이익의 극대화를 ‘적절한’ 행동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제레짐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을 정당화할 필요

가 생긴다. 이와 같이 규범은 새로운 이익을 정당화하고 다양한 이익집단을 집합시

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규범은 생각으로부터 형성된 신념이 상호 공유되어 ‘집합적 

기준’으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규범은 이익을 구체화하고 이익은 행위를 구체화한

다. 즉 규범은 행위의 허용 조건(permissive conditions)이 된다. 이행의 시기에는 특

정한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는 집단들의 경쟁이 발생하고, 그 경쟁을 조정하는 과정

에서 제도가 형성된다(구갑우 2008, 274). 피네모어도 규범이 제도의 변화를 보는데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즉 규범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제도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사회

적 제도의 구성요소뿐 아니라 그 요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협상되고 새롭게 

배치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패턴을 창출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Finnemore & Sikkink 1998, 891).

규범이 국제레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또 다른 연구가 있다. 클로츠(Klotz,

1995)는 규범을 독립변수로 두고 규범이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미쳐 레짐을 형성한

다고 주장한다. 구성적 규범은 이미 존재하는 규범의 망(webs) 속에 내재하는 것이

다. 그 규범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공동체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명성(reputation)’

을 통해 단순한 이익 계산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국가

이익도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입장과 유사하다. 하

지만 클로츠가 말하는 구성적 규범이란 그 이익이 단순히 규범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고, 규범이 이익을 재구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자신

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국제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국제 제도는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해석해야 하는 환경을 바꾼다. 이때 국제레짐의 환경을 바꾸는 것

당화하는 수단이었다고 평가한다(Krasn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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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범이라는 것이다. 규범을 어떤 행동에 대한 공유된 기준으로 본다면, 규범의 변

화는 국제레짐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규범이 체제적 수준에서 이익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Klotz, 1995).

이처럼 국제레짐 형성에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동

시에 중요하다. 아무리 물리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행위자라고 할지라도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적절한 규범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레짐의 변화도 이 두 

가지 축, 즉 물리적 힘의 변화나 정당성의 변화 혹은 정당성의 위기가 발생할 때 제

기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규범이 국제레짐과의 관계에서 어느 위

치에서 작동하는지를 간략히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물리적 힘․이익

정당성

국제레짐

정당성 

위기

규범 1

정치적 리더십9)

맥락

규범 2

경쟁(논쟁)

레짐 변화

<그림 3. 국제레짐에서 규범의 위치>

9) 1990년대 초에 미국학계와 유럽학계가 공동으로 국제레짐 이론을 연구하여 Regime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영과 오셔렌코(Oran R. Young and Gail 

Osherenko)는 레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을 여러 사례에 적용하여 실제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는 실험적 모델(testing model)을 제시했다. 이 실험 결과, 레짐의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발견된 것이 바로 정치적 리더십과 맥락이었다. 이 두 변

수는 레짐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독립변수들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차변수(cross-cutting variables)로 밝혀졌다(Young & Osherenko, 1993). 그러나 이 

모델 역시 변화를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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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국제레짐의 변화과정: 규범의 동학 

1) 규범의 동학: 피네모어와 시킨크

다음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채택되는 규범이 어떻게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오

나? 규범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등장하고, 그것이 다른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을 통해 국제레짐으로 제도화되고 변화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피네모어와 시킨크(Finnemone and Sikkink, 1998)는 규범의 동학이 정치적 변화

를 가져오는 그 작동방식을 밝힌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피네모어와 시킨

크는 규범이 등장하여 공유되는 과정을 인간의 생애주기(life-cycle)처럼 3단계로 구

분한다. 이 이론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적인 관념의 분포가 국제구조를 결정한

다고 가정하며, 이 관념의 전환 혹은 규범의 전환이 체제변화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규범의 출현과 확산이 단지 국가 행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새로운 규범이 출현하여 

확산되고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지구시민사회는 규범의 출현 단계에서 규범을 주창하는 행위자(norm

entrepreneur)의 역할을 담당하고 새로운 규범의 조직적 기반(organizational

platforms)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규범의 확산단계에서도 국가와 정부 간 기구와 

함께 규범의 사회화, 제도화 및 선전(demonstration)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피네모어와 시킨크의 밝히는 규범의 동학이 정치적 변화를 이끄는 과정

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1) 1단계: 규범의 발생 혹은 기원(norm emergence)

규범의 발생은 규범 기획가(norm entrepreneur)10)가 규범에 대해 설득하는 단계

이다. 규범 기획가는 이슈를 이해하고 대중과 공명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을 통해 문

제를 해석하고 각색하는 인지적 틀(framing)을 구성한다. 인지적 틀의 구성은 규범 

기획가의 정치적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규범 기획가는 배태된 

대안적인 규범과 마주하게 되고 이를 통해 대안적인 이익과 적절성의 개념을 창출한

다.

10) 법학자인 레식(Lessig)의 표현에 따르면 ‘의미 관리자’ 혹은 ‘의미 건축가’이다(Lessig,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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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지적 틀은 진공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규범과의 

경쟁적 공간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규범적 경쟁이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준다. 새로운 규범을 촉진시키고자 하

는 노력은 기존의 규범이 갖고 있는 ’적절성‘의 기준 내에서 일어난다(Finnemore &

Sikkink 1998, 897). 이 적절성이 일어나는 과정은 규범 기획가가 핵심적 다수 국가

(critical mass states)를 설득하여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범 기획가는 왜 이러한 규범을 발생시키고 설득시키고자 하는가? 여

기에서 규범 기획가는 공동체 내에 올바른 행위나 바람직한 행위에 대한 강한 개념

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전제한다. 이들은 동정(empathy)이나 이타주의(altruism), 이

상주의적 헌신(ideational commitment)이라는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전

제한다(Finnemore & Sikkink 1998, 897). 그러나 앞서 비판했듯이 이러한 규범 기획

가의 행위 동기에 대한 도덕적 분석은 설명력이 약하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행위자

가 어떤 동기에 따라 행위 하는지가 중요하다. 슈미트에 따르면 규범이 등장하는 계

기는 기존의 규칙이 모순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라고 했다(Schmidt, 2008). 그 규칙

이 무엇에 모순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에 따라 다르다. 즉 자신들의 이익이 

모순이 되는지, 적절성에 모순이 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초국적 기업의 

경우에 자신들의 이익의 추구를 위해 지적재산권이 보편적인 재산권 규범에 속한다

는 규범이 필요했고, 비정부조직의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이슈 영역에

서 이미 설립된 규칙이 새로운 상황의 적용에 모순되는 상황을 인식할 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다음으로 인지적 틀을 통해 이슈를 새로운 규범으로 규정했다면, 규범을 촉진시

키기 위한 조직적 기반이 중요하다. 비정부조직(NGOs)은 주로 초국적 옹호 네트워

크(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를 형성하여 규범을 촉진시키고, UN이나 세계은

행(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는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 자신들의 규범적 확

신을 전환하기 위한 지렛대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비정부조직(NGO) 네트

워크나 초정부적 조직이 강대국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강압적 합의보다는 그들이 

자연스럽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잘못된 것이나 부적절한 것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 경우 조직적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것은 정보와 정보를 위해 중요한 언

론이나 정책결정자와 같은 관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Finnemore &

Sikkink 1998,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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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규범이 다음 단계인 확산으로 전환되는 임계점(tipping point)이다. 규

범 기획자가 핵심적 다수 국가(critical mass states)를 설득하여 규범 지도자가 되고 

새로운 규범을 채택하도록 설득했다면, 그 규범은 한계치(threshold)나 임계점

(tipping point)에 당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를 보면 전체 국

가의 1/3이 새로운 규범을 채택하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한  특정 나라가 규범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 국가

(critical state)’가 중요하다. 이는 이슈마다 다양해서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하나의 기준이라면 새로운 규범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

는 국가이다.

(2) 2단계: 규범의 확산(norm cascades)

임계점까지는 국내에서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는 중요한 운동이 없이는 규범적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환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다른 동학이 시작

된다. 더 많은 국가들이 국내의 압력 없이도 규범을 수용하게 된다. 경험적 연구는 

이 지점에서 국제적 혹은 지역적 시위효과 또는 ‘전염효과(contagion)’가 일어나서 

규범 변화를 일으키는 국내정치보다 초국적 규범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다.

규범이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기제는 적극적인 국제적 사회화 과정이다. 사회화가 가

능한 기저에는 공통의 정체성이 존재한다. 즉 국가의 정체성이 국가 행위를 근본적

으로 형성하고, 이러한 정체성은 문화-제도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는 관점

(Katzenstein, 1996)에 기반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문화-제도적 맥락이 비슷한 지역 

내에서 누적적 효과를 가지고 따라서 ‘동료의 압박(peer pressure)’이 새로운 규범을 

채택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James Fearson, 1997). 이러한 동료의 압박에 반응하여 

규범을 수용하는 행위의 동기는 정당성(legitimacy), 명성(reputation), 존경(esteem)이

다.

(3) 3단계: 내재화(Internalization)

규범의 확산 이후에 규범은 행위자에 의해 국제화되면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자동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화된 규범은 극단적으

로 강력하고,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국제화된 규범이란 논쟁적이지 않아서 정치

학자 사이에서는 논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학의 제도주의자들은 서구에서 가

장 현저하게 국제화된 규범인 시장 교환, 주권, 개인주의와 같은 규범을 문제화하고 

‘탈자연화’함으로써 그들의 연구 프로그램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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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네모어와 시킨크에 대한 비판적 수정

피네모어와 시킨크의 규범 동학에 따른 정치적 변화는 규범이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며, 그 규범이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을 차분히 추적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도

와준다. 그러나 이 이론은 지나치게 사회적 구성주의(sociological constructivism)에 

초점을 맞추어 규범이 등장하는 맥락과 확산되는 과정이 별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이

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네모어와 시킨크의 규범 동학의 전반

적인 단계는 수용하되, 이 모델이 갖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수정하여 논문에 적용하

고자 한다.

첫째, 규범이 등장하는 동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감상적이다. 즉 피네모어와 시

킨크는 규범이 규범 기획가의 도덕적 요소(동정, 이타주의, 이상주의적 헌신)에 기반

해서 등장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규범이 형성되는 동기는 도덕적 요소 외에 

이익의 추구라고 하는 현실주의적 요소도 포함된다. 이는 규범이 합리성이라는 문제

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지나친 이론화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따라서 규범이 

왜 등장하는지, 규범이 누구에 의해 등장하는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규범이 기

존에 존재하던 규범이나 행위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규범이 이익의 문제와 권력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피네모어와 시킨크의 논문의 결말부분에서 규범과 합리성의 

문제를 연결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즉 규범은 전략적 행위자가 자

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범이 이익을 규정

하는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이익이나 선호를 바꾼다. 구성주의에서도 규범이 효율

성을 계산하는 합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수용하고, 이를 ‘전략적 사회 구성

(strategic social construction)’으로 정의한다. 규범 기획가는 상대가 효율성을 계산할 

때 규범적 헌신이 반영되도록 규범을 형성하고, 상대의 효율성 계산을 바꾼다는 것

이다(Finnemore & Sikkink 1998, 910). 신자유적 제도주의에서도 규범이 이러한 물

질적 자기 이익이라는 동기에 의해 발전되는 것을 보여주었다(Keohane 1984;

Krasner 1983).

둘째, 규범이 등장하는 맥락과 구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피네모어와 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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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규범동학은 규범과 권력관계를 분리해서 사고한다. 이들은 일정한 관념 혹은 

규범이 사회화되는 과정을 권력 관계가 아닌 교육과 설득을 통해 행위자가 자연스럽

게 순응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규범은 권력과 동떨어질 수 없다. 무엇

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지 결정하는 것이 다른 행위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권

력인 것이다. 예를 들어 패권은 종종 규범을 국제사회에 부여하려 한다. 즉 관념과 

신념에 대한 그람시안적 패권을 행사하려하는 것으로 지배적 권력(dominant power)

이 있다(Murphy, 1994).

이런 관점에서 규범이 곧 권력임을 주장하는 이론적 입장이 있다. 스트레인지는 

행위자 수준의 상호작용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는 권력 개념으로서 행위자들을 에워

싸고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권력을 구조적 권력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

해, 구조적 권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 즉 국가간․개인간․기업간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틀을 형성하는 권력이다”(Strange 1994, 23-32).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은 애초에 특정한 편향을 체제 내에 교묘한 방식으로 배태시킬 뿐만 아

니라 지속적으로 동원해내는 메커니즘을 창출함으로써 거기에서 비롯되는 비의도적 

결과를 향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Guzzini 1993, 462-463).

이는 크래스너가 정의하는 ‘메타권력(meta-power)’과 같은 개념이다. 메타권력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으로 그 제도적 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메타권력을 국제레짐에 적용하면 어젠다를 설정하고 규칙과 관행

을 디자인하는 능력이다(Krasner, 1985). 이는 ‘의도적인 과정’으로 구조에 영향을 미

쳐 결국 다른 행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스트레인지와 크래스너의 구조

적 권력 개념에서 권력은 더 이상 국가 행위자의 군사적 능력을 유일한 원천으로 생

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행위자 이외에 ‘비국가 행위자’와 ‘비군사적 능력’으로부터

도 권력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상배도 지적재산권이 레짐으로 등장하는 과정이 지식생산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간접적인 제도적 권력’의 형태라고 보았다. 즉 지적재산권은 이전에는 주로 공공재로

서 인식되어 왔던 지식자원에 사유재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배타적 소

유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소유의 메커니즘’은 지적재산권 관련 규범을 확

산 수용시키는 ‘공유의 메커니즘’과 교묘히 결합되면서 발현된다. 즉 지적재산권을 법

제도로 정비하면서 ‘간접적인 제도적 권력’이 된 것이다(김상배 2004, 268).

이 구조적 권력이 드러나는 방식은 피네모어가 얘기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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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있지만,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패권적 사회화(hegemonic socialization) 방

식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패권적 사회화란 경제제재나 해외원조, 국제 시장권력 등을 

통해 다른 국가의 유인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질적 유인과 더불어 실

질적 신념의 수준에서 미묘하게 규범적 설득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Ikenberry &

Kupchan, 1990). 기존의 사회화가 규범적 설득을 통해 일어난다면, 패권은 초기에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적․군사적 유인을 사용한다. 패권은 일

차적으로 물질적 유인을 사용하지만, 강압을 통해 설득을 하는 이유는 패권 추구가 

아니라 지배적인 권력의 지위를 갖기 위한 것이다. 길핀은 패권적 권력의 권위는 궁

극적으로 군사적․경제적 우위에 기반하지만, 지배적 권력의 지위는 이념적, 종교적 

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통적인 가치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콕스도 

패권적 구조는 국가와 국가 경계를 가로질러 활동하는 시민사회를 위해 일반적인 규

칙을 정하는 보편적 규범, 제도, 그리고 기제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규

범이 전파되는 과정은 순응이나 학습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제재나 해외원조,

시장권력과 같은 유인을 통한 강압적인 설득도 포함된다.

셋째, 피네모어와 시킨크가 제시한 규범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다 전략적인 관점

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피네모어와 시킨크가 분석한 확산의 과정은 사회화 과정

을 지나치게 긍정한다. 일정 수의 대중 국가가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이고, 중요한 국

가(critical states)가 수용을 하면 그 이후는 자연스럽게 확산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

나 실은 그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규범을 틀 짓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것이 앞서 규

범의 출현단계에서 밝힌 프레이밍이다. 프레이밍은 서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관

행들 중에 어떤 관행이 특수한 맥락 속에 지배적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권력개념과 

연결된다. 고프만은 프레임을 사람들이 개인적 삶의 공간, 혹은 세계 속에서 사건들

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며, 규정하고 위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의 도식

(schemata of interpretation)’이라고 정의한다(Goffman, 1974). 프레이밍 이론은 구성

주의적 접근 중에서 어떤 행위자가 특정 간주간적 이해, 맥락, 그리고 권력에 따라 

지배적인 프레임을 형성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프레임

이 전략적으로 지지를 받고 선택을 받기 위해 담론화 과정(discursive process), 전략

적 과정(strategic process), 경합적 과정(contested process)을 거쳐 형성된다고 본다

(Benford and Snow 2000, 611-639).

프레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제기되는 이슈를 특정한 문제의식 속에 배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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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경우, 예를 들어 TRIPS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지적재산권

이 연구성과에 대한 노력을 보호하는 것이고,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것은 ‘도둑

질’이라고 프레이밍을 하면서 사적 이익의 보호에 대해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

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자유무역의 중요한 규범이라고 프레이밍함으로써 개

발도상국들을 설득하는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한편 TRIPS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에

이즈가 만연하게 되자 개발도상국이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제약을 생산

하는 공중보건정책을 실시했을 때, 미국은 이를 TRIPS협정의 위반으로 제소하였다.

이 상황에서 비정부조직들이 이 문제를 TRIPS협정의 침해가 아니라 자국민의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접근권’의 문제로 프레이밍하면서 건강 관련 비정부조직과의 

연합은 물론 세계보건기구와 연합하게 되고, 나아가 이 문제가 ‘인권’의 규범과 접목

되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프레이밍은 특정한 문제를 일정한 방향으

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목표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레짐을 변화시키기에 중요하다.

스퇴바(Preslava Stoeva, 2010)는 규범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네모어

와 시킨크가 얘기한 ‘분기점(tipping point)’을 좀 더 정밀히 분석해 분기점 개념을 

과학지식의 사회화 이론(theories of the 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에서 말하

는 ‘완결(closure)’ 개념으로 설명한다. ‘완결(closure)’이란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여러 

층위의 작가들에 의한 논쟁의 해결 혹은 종결, 결론을 의미한다. 이 완결은 이익의 

분실 혹은 힘에 의한 완결, 합의에 의해 완결, 건전한 논쟁을 통한 완결, 협상을 통

한 완결로 분류된다. 스퇴바는 기존의 국제관계학에서 논의되어 온 사회적 구성주

의에 과학지식의 사회화 이론과 기술의 사회화 이론을 접목하여 규범의 발생과정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결합은 규범 구성의 복합성, 국제정

치에서 서로 다른 영역 사이에 규범을 창출하는데 수반되는 사회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결합을 통해 규범이 형성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초기의 관념이 존재하고, 이 관념이 다양한 기술적 전문가, 규범적 어필, 사회적 정

치적 네트워크의 배치(network configuration)와 이슈 형성(issue formation)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 여러 행위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배치를 통해 관념은 

신뢰성과 권위를 획득하게 된다. 네트워크가 배치되는 과정에서 협상과 설득이 이루

어지고, 더 권위적이고 더 신뢰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일수록 성공적으로 규범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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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슈 공식화 단계는 정보를 공유하고 협상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학적 완결에 이르면, 이것이 시민사회 

행위자가 제안된 규범의 도덕적 측면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규범적 완결을 이

끄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규범적 완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규범이 확

산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 복잡한 정치적 협상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제시된 규범이 기존의 보수적인 행위자와 대화, 협상을 

통해 설득에 성공하면 정치적 완결에 이르게 된다. 이 대화의 단계는 주로 국가들

이 담당한다. 국제적 규범과 규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권위와 협상력, 물

질적 능력을 갖춘 것이 국가이기 때문이다. 진보적 국가와 보수적 국가들 사이의 대

화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자, 교환에 대해 협상하고 이익과 비용, 위협과 기

회를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리세와 시킨크(Risse and Sikkink, 1999)는 관념과 규범이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제인권규범이 각 사회마다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연구를 진행했다. 즉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가 국내외에서 인권기준을 따르

라는 압력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자국의 통상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든 수치스러

움(shamed)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토마스 리세와 

시킨크는 빈말(lip service)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권에 대해 ‘말을 위한 

말’만을 한 정부들은 나중에 위선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할 일을 해야 한

다’는 의무감이 생기면서 인권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 규범은 

일단 제도화가 되면 표준적인 작동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부메랑 효과

(boomerang effect)로 명했다.

부메랑 이론의 모델은 5단계이다. 1단계는 외적 압력에 의한 탄압이다. 2단계는 

이러한 탄압을 받는 정부는 인권 침해의 상황을 부인(denial)한다. 정부는 인권 침해

의 발생 사실 뿐만 아니라 외부 압력의 정당성조차 부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외세의 간섭’에 저항하기 위해 민족주의 정서를 동원하고, 이에 반해 외부 행위자는 

경제재재나 ‘수치심 유발’ 홍보 등을 통해 물질적 압력과 규범적 압력의 결합해 동

원해서 압력을 가한다. 이후  3단계에서는 전술적 양보의 단계이다. 이는 국내 압력

단체를 지원하거나 국외 압력세력을 매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적 양보는 

결국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꼴(self-entrapment)’이 된다. 정부는 국내외 비판

세력과 도덕적 대화에 이미 끌려들어가 있기 때문이다(Risse and Sikkink 199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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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단계는 결국 이러한 전술적 양보가 결국 자신에게 덫이 되어 정부가 인권규범

에 ‘규정적 지위(prescriptive status)’를 부여하는 단계다. 이후 인권 규약을 비준하고 

제도화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5단계가 되면 국제인권기준이 관행으로, 법의 지배를 

통해 집행되게 되는 것이다.

넷째, 피네모어와 시킨크의 동학모델은 규범의 동학이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분석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기존의 규범과 새로 등장한 규범이 어

떻게 경쟁하여 변화하게 되는지 그 논쟁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에 대한 보

충적인 연구가 산드홀츠이다(Sandholtz, 2008). 그는 피네모어와 시킨크의 논의에서 

나아가 새로운 규범이 기존의 규범 구조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 동

학을 밝히고자 했다. 사회적 규칙의 변화 과정은 행위에 대한 논쟁(disputes about

acts)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크라토크빌을 들어 행위자는 단지 규칙과 규범에 프

로그램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의미공유, 의도에 대한 소통, 선택에 대한 합

리화를 통해 규범적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재생산하는 존재로 보았다(Sandholtz 2008,

1). 즉 규범의 전환은 이전 규범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이전 규범

적 구조에 대해 목적 지향적 행위자의 행위나 논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

이다.

산드홀츠는 규범구조가 어떻게 사회적 맥락과 행위자의 행위를 형성하는지 설

명하고자 한다. 규범구조란 규범이라는 것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규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범구조는 행위자의 전략적 계산과 담론

적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즉 행위자가 전략적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규범적인 사

고(normative reasoning)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용성 극대화라는 논리도 결국 

규범적 구조에 배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규범은 권력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규범은 항상 권력과 함께 존재

하는 것이고, 권력으로써 규범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는 지배적 권력이 관념과 신념

에 대해 패권을 행사한다는 그람시안적 패권 논의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규범의 변

화에서는 단일 강대국이 규범을 독점할 수 없고, 강대국들 사이의 합의가 규범 변화

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또 규범 변화는 추상적인 논쟁에 의해서

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에 의해 촉발되는 실천적인 논쟁의 산물인 것 역시 밝혔다.

한편 규범이 기존의 규범과 관계에서 변화를 촉발하는 논쟁을 의사소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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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리세(Risse, 2000)는 논쟁(argumentation), 심의

(deliberation), 설득(persuasion)의 과정을 통해 상황에 대한 정의와 ‘게임의 규칙’에 

대해 공동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의 합리

적 선택과 사회적 구성주의가 전제하는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과 규

범적 합리성(normative rationality) 외에 논쟁 과정에서 진리에 도달하는 논쟁적 합

리성(argumentative rationality)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리세는 국제정치에서 사

실상 외교적 논쟁이 주를 이루지만, 인권 이슈에 관한 논쟁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

론장이 형성되고 그에 버금가는 논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논쟁은 제도적 협상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논쟁을 통해 공동의 지

식을 갖게 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고, 그 논쟁의 장이 인권 이

슈를 제외하고는 하버마스가 전제하는 공론장의 이상형에 가깝기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접근을 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도적 협상과정에서 논의되는 것과 

그 결과에서 도출된 것을 통해 유추하는 수준에서 활용한다.

3. 가설과 분석틀

지금까지 국제레짐을 변화시키는 대안적 요인으로 규범과 규범의 동학에 관한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정하여 살펴보았다. 힘에 근거하여 강대국의 이익을 비대칭적

으로 반영하는 국제레짐의 규칙이 모순에 처할 때, 다시 말해 공중보건과 같이 공공

성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이 특히 약소국의 사활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힘과 이익의 관점에서라면 약소국들이 국제레짐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힘과 이익의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국제레짐의 변화는 그 규칙이 특정한 상황

에서 모순으로 드러나는 지점, 즉 규칙이 갖는 ‘정당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국

제레짐은 러기가 말했듯이 힘과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 요소들 중에 어느 한 요소의 변화에 의해서도 국제레짐 자체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번 형성된 국제레짐의 규칙 구조가 특정한 상황에서 그 규칙에 모

순이 발생하고 따라서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기존 규칙에 저항하는 새로운 규

범이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물질적인 힘과 이익의 변화가 없이 비대칭적인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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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레짐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규범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본다. 지금까

지 살펴본 이론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할 연구 가설들을 설정한다.

첫째, 정치적 연합의 변화에 의해 국제레짐이 형성되고 변화한다. 왜냐하면 국

제레짐은 구성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신현실주의가 레짐형성

의 필요조건으로 말하는 패권의 존재도 레짐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로 공공재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은 패권의 존재 이전에 레짐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적 연

합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제규범을 변화시키는 것

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강대국도 다른 중소국가들이 현

재의 규범을 변화시키도록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Sandholtz, 2008).

정치적 연합을 형성한다는 것은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문

제에 대해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주관성은 

역사적 구조 전체에 걸쳐 공유되며 사회적 담론의 공동기반이 된다. 앞서 국제레짐

의 정의를 재정리하면서 국제레짐이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기 때문에 물질적 이익만

이 목표가 아니라 행위의 기준으로서 적절성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적절성이라는 

개념은 개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집단적 공유의 과정이 상호주관성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연합이 형성

된다. 이익에 대응하는 새로운 적절성에 대한 규범이 등장했다면, 이것이 정치적 연

합을 통해 분기점(tipping point)을 넘어야 레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국제레짐은 이념과 물질적 힘의 특정한 합성물이면서 동

시에 다시 이념과 물질적 능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강제는 물질적 권력에 의한 

억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 권력관계를 합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

이기도 하다(Robert Cox, 1986). 그 상호주관성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위의 

적절성이 될 수도 있으며  무엇을 중심으로 정치적 연합이 형성되는지에 따라 국제

레짐이 변화하는 것이다.

둘째, 레짐의 변화는 힘과 이익, 정당성의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만 바뀌어도 

변화할 수 있다. 가설 1에서 밝힌 것처럼 레짐은 물질적인 힘과 이익뿐만 아니라 사

회적 정당성에 기반해 형성된다. 따라서 레짐의 변화도 정치적 연합이 무엇에 의해 

추동되었는지에 따라 힘과 이익, 정당성의 요인이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인들 모두가 필수적으로 동시에 만족되어야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 요인 중에 

어느 한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도 레짐은 변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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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재산권 레짐은 TRIPS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강대국

의 힘과 이익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레짐이 제시하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에이즈의 만연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공중보건을 보호하려는 개발

도상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레짐이 제시하는 규범이 행위의 기준으로 적절한지, 또 정당한지라는 정당성의 문제

를 제기한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연합을 형성하는 행위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행위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추동력은 이익(interest)과 적절성(appropriateness)이다. 마

치와 올슨은 인간 행동의 논리가 ‘(기대되는) 결과의 논리(logic of expected

consequences)’와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로 나뉜다고 보았다. 이 

논리는 이후  각각 합리적 선택 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으로 발전한다. 마치와 올슨에 

따르면 ‘결과의 논리’란 개인적 선호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들 사이에 협

상을 통해 정치적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March & Olsen 1998, 949). 그러나 이 

논리는 기대되는 결과가 언제나 옳다고 가정하며, 선호를 안정적이고, 일관되고, 외

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변하고, 일정하지 않고, 내생적인 

부분을 배제하였다는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March & Olsen 1998, 950). 이러한 합

리적 선택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다(March

1992; 1996).

한편 ‘적절성의 논리’는 인간의 행동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정체성과 연결

된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개인이 행동을 선택할 기회가 생길 때 현재의 정체

성과 선택의 딜레마 사이에 유사성을 평가하면서 보다 일반적인 자기(self)와 상황 

개념에 접근시킨다. 이 입장에서 목적의 추구는 이익보다는 정체성과 연계된다. 개인

적 합리성 기대보다는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지적 관점에서 적절한 행동은 특

정한 ‘자기 신념(conception of self)’이 본질이다. 여기서는 외교정책이 특정한 상황

에 특정한 정체성과 어울리는 규칙의 적용을 ‘설명’한다(March & Olsen 1998, 951).

이 두 논리는 행위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전제에 기반한다. 결과의 

논리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자율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이익의 극대화에 따른 것

으로 본다면, 적절성의 논리는 정치적 행위자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대중적으로 알

려진 규칙과 관례에 일치하도록 행동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구별되는 사회

문화적 결합, 문화적 결합, 상호주관적 이해와 소속감에 따라 규칙을 준수하는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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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수행자의 공동체로 이해된다(March & Olsen 1998, 952). 이 두 논리는 서로 배

타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 행동은 이 두 논리에 서로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정치적 

행동은 그들의 이익이나 기대되는 결과에 의해서도 혹은 그들이 속한 정치적 제도와 

정체성에 배태된 규칙에 의해서도 구성된다. 따라서 두 논리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어떤 행위자가 어떤 논리로 문제를 인식하고, 또 어떻게 연합을 형

성하는지가 레짐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한편 제도주의 연구자인 마치와 올슨의 연구를 국제정치에서 받아들인 학자가 

크래스너(Krasner, 1999)이다. 크래스너는 그의 저작 『조직화된 위선(Organized

Hypocrisy)』에서 아무리 힘이 강한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정치에서는 표면적으

로는 법적으로 동등하다는 주권의 원칙과 같은 적절성을 준수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넷째, 기존의 레짐에 대항하는 새로운 규범은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될 

때 등장한다. 슈미트는 인지적 불일치(cognitive dissonance)가 발생하는 곳, 즉 규칙

이 모순적일 때 규칙에 대한 인식(consciousness)이 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보았

다(Schmidt 2008, 315). 따라서 기존의 규칙이 모순적일 때 새로운 규칙에 대한 필요

성이 증대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규범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경우 TRIPS

협정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형성되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행되고 적

용되는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한 모순이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발생하게 

되자 지적재산권 보호가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

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즉 TRIPS협정이 규정하는 지적재산권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막고, 결국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인지적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TRIPS협정의 규칙에 대한 인식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 대안으로 의약접근권과 인권이라는 규범이 발생한 것이다.

다섯째, 규범은 정치적 연합을 이루는 핵심고리이다. 규범은 기존의 레짐이 갖

는 규칙에 모순이 발견될 때, 행동의 기준으로써 적절성과 정당성에 모순이 인식될 

때 등장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규범이 갖고 있는 적절성이 행위자들 사이에 상호주

관적으로 인식되고, 그 적절성을 매개로 정치적 연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적 연합이 확대될수록 정치적 권위는 확장되고, 결국 

그것이 물리적 권력과는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갖는 권력으로 전환된다.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매튜는 TRIPS협정이 변화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담론을 

중심으로 한 비정부조직과 개발도상국의 연합을 강조했다(Matthews, 2011). 매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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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조직과 개발도상국의 연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정책적 목표가 일치한 

것도 주요했지만 감정적 언어(emotive language)를 포함하는 담론의 역할이 크다고 

파악하며 이를 연합형성담론(coalition-building discourse)이란 개념으로 소개한다.

연합형성담론이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적재산권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해적(piracy)’, ‘도둑(theft)’이라는 감정적 언어를 사용하여 연합을 형성

하고, 또 비정부조직과 개발도상국과 같이 지적재산권보다는 공중보건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담론으로 연합을 형성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담론보다는 규범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TRIPS협정에 대

한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는 시기에 정적 언어나 담론을 동원했을 때보다 인권이라는 

규범의 문제로 설정했을 때, 유럽연합이 자신의 입장을 전환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담론이라기보다는 인권 규범이 갖고 있는 규범 그 자체의 힘

(Normative Power)이 연합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유럽연합은 기존

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주장하는 정치적 연합에 속해 있다가 이 문제가 인권이라는 

규범의 문제로 규정되고 전환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바꿔 공중보건을 옹호하는 정

치적 연합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여섯째, 규범은 의제설정능력(agenda-setting ability)을 통해 행위에 영향을 미친

다. 새롭게 등장한 규범이 기존의 규범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익과 적절성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규범은 제기된 이슈를 적절성의 논리로 프레이밍함으로써 높은 

정당성을 갖게 한다. 이는 새로운 규범이 행위자의 인지적 도식(cognitive scheme)을 

변화시켜 재구성한다는 구성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제기되는 이슈를 이익의 관점에서 

적절성의 관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의제설정능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

제설정능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권력 개념과 달리 타인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권력개념이다11). 즉 규범은 기존의 결과의 논리에서 이익으로 정된 

11) 베렌스케터(Berenskoetter and Williams, 2007)는 루크스가 말한 권력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국제정치에서 논의되는 권력을 재정리한다. 첫째는 갈등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동시에 그것에

서 승리하는 수단이다. 미국 국제정치학계를 지배하는 권력 개념으로 로버드 달의 유명한 정의인, 

갑이 을로 하여금 “원래는 할 의사가 없었던 모종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에 기반한다. 이는 우

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군사력/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와 동일하다. 둘째로 베렌스케터가 

강조하는 것이 의제 설정의 힘이다. 이는 바흐라흐와 배러츠가 주장한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권력

(Bachrach and Baratz, 1962), 곧 의제를 설정하는 힘이고 구조적 권력이다. 국제정치의 경우 국

제레짐이 의제를 설정하는 기제라면, 크래스너가 말한 레짐을 형성하고 변경하는 메타 권력은 구

조적 권력에 포함된다. 나이는 또 다른 차원의 권력을 “남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게 

하는” 간접적, 포섭적 권력으로 설명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의 선호 혹은 

선택지 자체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곧 의제설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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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적절성’의 문제로 재규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듯 의제설정을 재규정함

으로써 그 규범이 갖고 있는 정당성과 규범적 힘을 통해 기존의 연합을 변화시켜 새

로운 연합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레짐의 변화로 이어진다.

규범이 의제설정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미 집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

한 규범에 ‘접목(grafting)’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프라이스도 국제규범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접목(grafting)’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Price, 1998). 프라이스가 분

석한 대인지뢰금지라는 규범 형성은 기존에 있던 2차 대전 이후로 만들어진 대량살

상무기금지라는 규범에 접목시킨 것이 성공적인 요인이었다. 예를 들어 건강과 관련

한 대중적인 재앙의 경우는 대중과 국가 간 행위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규범을 기존에 이미 설립된 규범과 공명하게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 접목의 과정을 다른 학자들은 ‘이슈-공명(issue-resonance)’, ‘돌출

(salience)’, ‘안착(nesting)’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하였다(Price 1998,

629-630). 이 접목은 이미 구조화된 규범에 전략적으로 접목을 하는 것으로 구성주의

자와 합리주의자가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수준의 관념의 역할과 일치한다. 실제로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TRIPS협정의 개정 과정에서도 비정부조직들은 기존에 존

재하던 ‘인권’이라는 규범과 ‘의약접근권’이라는 규범을 TRIPS 문제에 접목시킴으로

써 국제여론은 물론 유럽연합의 동의를 얻어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이렇게 새로 등장한 규범이 기존의 규범과 경쟁을 통해 합의를 형성하고 

법제화가 된 이후에는 그 합의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강대국이 정

당성에 대한 압박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합의이어도, 그 합의가 국제적인 합

의나 협정으로 명문화되면 그 이후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이미 앞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이후 행위도 발목이 잡히게 된다.

이상의 이론적 검토와 가설들을 종합하여 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해본다. 본 논

문에서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적재산권 레짐이 공중보건의 보

호를 저해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규범에 초점을 맞추고, 피네모어와 시킨크의 규범의 동학 모델을 수정하여 그 과정

을 살펴보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제시한다.

매력과 호소력을 통해 이룰 수도 있다(Nye, 1990). 



- 55 -

환경

맥락

규범의 

창출

정치적 연합

(이익 vs.

적절성)

이슈 

프레이밍

<행위자차원>

규범의 

확산

제도적 협상

(논쟁→심의

→설득)

제도화

Point

<구조적 차원>

정당성의 위기(인지적 불일치)

<그림 4. 지적재산권 레짐 변화에 대한 분석틀>

Tipp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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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TRIPS협정의 성립과정

지적재산권 레짐의 형성은 초국적 기업이 강대국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레짐을 형성한 것이다 이는 무역과 관련한 국가 행동에 있어 지적재산권을 

최대로 보호하는 규칙을 설정한 구조적 권력(Strange, 1998)이 작동한 것이다. 구조적 

권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강압이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지만 회원국과

의 합의를 통해 하나의 레짐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로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했

다. 따라서 이것이 자유무역질서를 강조하는 기존의 무역레짐과 일치한다는 것을 정

당화할 필요가 있었다.

TRIPS협정은 1970년대 말 독일과 일본,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 성장함에 따라 

미국과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기업들의 무역 경쟁력이 약화되자 이를 만

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첨단기술을 보호할 국제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등

장하였다. 따라서 미국에 기반한 초국적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국가이익이라고 프레이밍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이후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유럽

과 일본과의 연합을 통해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을 전 세

계적인 규범으로 설립하고자 하였다. 당시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 규범 자체에 

대해서 지식도 없었고, 따라서 그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

를 무역과 연계하여 하나의 국제레짐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발도상국에게 

지적재산권을 인식시키고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슈퍼 301조를 

통해 강제와  설득을 동원하여 지적재산권을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미국 시장의 개

방과 기술이전이라는 유인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변화시켰다. TRIPS협정이 

성립되는 과정은 이와 같이 초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적재산권 규범

을 주창하고, 미국이 국가이익을 재구성하면서 강압과 설득이라는 이중 전략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치적 연합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이 장에서는 초국적 

기업의 주도 하에 출현한 지적재산권이라는 규범이 국제레짐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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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의 특징과 등장배경

지적재산권이 국제적 조약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83년 파리박람회

에서 체결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1886년에 저작권에 관해  체결된 

베른협약이 대표적이다. 이후 1967년에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

구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설립

하고 1974년 29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3346호(ⅩⅩⅠⅩ)에 의거해 국제연합(UN)

의 전문기구가 되었다(정재환․이봉수, 2012). 그러나 WIPO는 지적재산권 규범을 준

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규제나 처벌 권한이 없었다. 때마침 1970년 후반부터 무역

적자를 겪기 시작한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질서를 만들고자 했고, 무역의 대상

이 상품만이 아니라 서비스, 농업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상으로 자유

무역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일환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 GATT가 WTO로 전

환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95년 지적재산권이 무역과 연계된 형태로 TRIPS협정

이 체결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 TRIPS협정의 채택은 각 나라 국내 차원의 규제 정책

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강제력 있는 전 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ell 2003, 17).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국제레짐을 형성할 수 있게 

한 행위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과정과 기제로 형성했는지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

1. 1. ‘지적재산권’ 이슈의 특징

1) 지적재산권의 철학적 논쟁점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아이디어, 발명, 발견, 기호, 이미지, 표현저

작물(언어적, 시각적, 음악적, 극적 표현저작물) 등을 가리키며, 간략하게 말하면 어

떤 잠재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산물로서 그것을 구체화한 유형물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는 존재를 가진 모든 것(Landes et al. 2011, 7)”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적활동

이 재산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철학적 논의들이 존재해왔다.

저작권법과 특허법은 오랫동안 노동이 그 과실에 대한 권리를 창출한다는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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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에 기반해서 옹호되었다. 로크가 말하는 재산권은 개인이 자기 자신과 노동

을 소유하지 않은 물체가 섞일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개인의 노동력이 물체 

안에 스며들게 되면서 결국 노동과 물체를 분리할 수 없게 되면, 노동이 침투한 그 

물체가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은 배타적으로 자신의 몸과 노동을 소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제권이 생기고, 따라서 지적재산도 배타적으로 발생한다.12)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또 다른 철학자는 헤겔인데, 헤겔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

과 감정, 성격과 경험에 대해 도덕적 권리(moral claim)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육

체와 정신에 대한 통제를 자기실현의 본질로 파악한다. 이러한 자기실현이 외적으

로 구현되는 것이 재산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헤겔의 접근법에서는 자유 자체가 양

도 불가능한 것처럼, 지적재산도 양도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으로 향하는 중

간 단계들에 추급권(droit de suite)의 법리와 저작인격권의 법리가 있다. 추급권은 

표현저작물의 창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후에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불가침의 권

리를 부여하는 것이다(Landes et al. 2011, 12).

그러나 지적 창조는 누적적 과정으로, ‘새로운’ 지적재산의 창조자는 그보다 앞

선 창조자의 결실을 발판으로 한다. 또한 저작권법, 특히 특허법은 새로운 표현저작

물이나 발명을 만들어내는 경쟁에서 단 하루 차이로 승리했을지도 모를 사람에게 장

기간의 재산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지적재산을 그 권리자의 

노동이 가져다준 배타적 과실로 여길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Gordon 1993; Yen

1990).

지적재산권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했다. 16-7세기에는 ‘기술적 능력

(technological capabilities)’이 발달된 베네치아와 저지대 국가들에서 기술전이가 일

어났다면, 19세기에 들어오면서는 숙련공(skilled workers)이 이동하면서 기술도 전이

되었다. 이후 기술을 포함하는 기계가 발명되면서 중앙 정부에서 기술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근대 특허제도는 1623년 제임스 1세

에 의한 전매특허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볼 수 있다. 그 조례는 외국인을 포

함한 최초의 발명자에 40년간 특권을 인정한 것이어서 외국으로 기술자의 유입을 촉

진하여 영국의 섬유산업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영국의 식민

지였던 메사추세츠 주가 1641년 미국 최초의 특허법을 제정하였다(정재환․이봉수,

2012).

12)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entries/intellectual-property/ (검색일: 201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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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개념을 국제레짐으로 형성하기 위한 첫 시도는 1873년 비엔나 회의

에서 이루어졌다. 이 회의의 쟁점은 ‘강제집행(compulsory work)’이었고, 이후 1878

년 비공무원들로 구성된 파리회의에서 친특허권자들이 모여 공업소유권을 만들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의 원칙을 

수용하면서 ‘공공 이익(public interest)’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파리회의에는 11

개 국가(벨기에, 포르투갈, 프랑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산살바도르, 세르

비아, 스페인, 스위스)가 참석하여 특허권뿐만 아니라 의장권도 법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1886년 베른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늘날 지적재산권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Chang, 2001).

이러한 역사를 가진 지적재산권이 전 세계적인 레짐으로 등장하는 과정에는 지

적재산권이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등장했다. 먼저 아이디

어를 생산한 사람에게 적절한 유인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공급부족(undersupply)이 

발생할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생산자에게 분배를 통제할 강한 권리와 상품의 사용을 

제한할 권리를 준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막을 수 있다. 즉 지나친 지적재산

권 보호는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commons)’과는 반대로 상류의 아이디어에 접

근이 줄어들면서 하류의 혁신도 줄어드는 ‘반공유재(anti-commons)’의 비극이 될 수

도 있다고 장하준은 주장한다(Chang, 2001).

또한 지적재산권을 사적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공공의 유산(common

heritage)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갖는 특성 

때문인데 지적재산권은 ‘보통(normal)’ 재산권과 다르다. ‘생각(ideas)’은 실재하는 상

품과 다르다. 생각은 소비에 있어 비경쟁적이고 비배제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무제한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사용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이디어의 양을 줄이거나 격감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Schadlen, Schrank and

Kurtz, 2005; 49).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애초에는 공급과 분배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

기 위해 역사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저작권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의도와 상

관없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저작권을 갖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사용(fair

use)’이라는 신조가 지배적이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과 사용

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대부분의 정부에서 저작권 보호는 약한 상태였다

(Lessig 2001, 249). 게다가 개도국은 지적재산을 공공의 유산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강해 지적재산권을 무역레짐으로 수립하는 과정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많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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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저작권과 특허에 대해 느슨한 보호가 이어져오고 있던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사적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은 지적재

산권을 전 세계적인 무역레짐과 연계하여 하나의 공식적인 협정으로 법제화하는 과

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분석 내용이며,

그 시작점으로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사적 재산으로 강화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2) 미국 지적재산권의 역사 

지적재산권을 사적 재산을 볼 것인지, 공공의 유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역사

적 논쟁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역사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나 미국이 TRIPS협

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이 논의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분석

에 앞서 그 변화의 역사를 개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헌법 1조 8항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항을 두어 “저자나 발명가에게 그

들의 저작물이나 발견에 대한 한시적인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학문(science)과 유용

한 기술(useful arts)의 진보를 촉진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다. 이는 “재산권이 인

정되어야 사람들이 노동할 동기가 생기고 산업이 번성한다.”는 재산권에 관한 공리

주의 및 로크주의 개념과 일치한다(Drahos 1996, 201).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지적재산권은 1980년대에 이르기 전까지 그리 

강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다. 저작권의 경우, 출판업계와 노동조합의 압력에 영향

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무등록주의를 표방하는 베른협약에 입각한 저작권법을 채택하

지 못 하고 ‘제조 조항(manufacturing clause)’을 삽입해서 국제조약 수준의 규율을 

정하지 못했다. ‘제조 조항’이란 “외국인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려면 외국인의 책이 미

국에서 출판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을 획득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출판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금지하는 베른협약과 정면으로 충돌하

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1982년 유럽연합이 세계무역기구에 분쟁을 제소했고, 분쟁 

패널은 수량 제한 조치를 금지하는 GATT 제11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Sell

2003, 102).

게다가 미국에서는 독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강한데, 1890년 반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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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일명 셔면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 통과되면서 특허권도 독점으로 

간주되었다. 일례로 등사판 장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던 에비딕 사가 구매자에

게 자사의 특허로 보호받지 않은 잉크를 ‘끼워 팔기(tying clause)’하는 행위를 했을 

때(Henry v. A. B. Dick & Co.), 244 US1 (1912)), 1912년에 미국 대법원은 특허권자

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무죄의 판결을 내렸지만, 셔먼 반독점법이 통과된 이

후인 1917년에는 특허 받은 영사기와 특허 받지 않은 필름을 끼워 팔려고 한 모션픽

처사 특허 사건(Motion Picture Patent Co. v. Universal Film Mfg. Co)의 경우 이 행위

를 ‘독점’이라고 판결내렸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특허권은 독점권으로 이해되었고,

반독점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되었다(Sell 2003, 110).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회의적이었던 특허 환경은 1980년

대 들어 바뀌기 시작했다. 1980년 도슨 케미컬 사건(Dawson Chem. Co. v. Rohm &

Haas Co.)에서 대법원은 “미국 법의 근저에는 자유경쟁의 원칙이 깊이 뿌리를 내리

고 있다.…그러나 특허 제도 전반에 걸쳐 발명 장려 정책의 기반이 거의 사라졌

다.”(Kastriner 1991, 20; Sell 2003. 111 재인용)고 판시함으로써 특허지지정책을 자유

경쟁을 위한 정책과 동일한 지위에 올려놓았다.

미국 국내환경을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꾼 것은 1982년 연방순회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의 설립도 큰 몫을 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을 

설립한 것은 1970년대 항소법원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여러 법 영역에 대한 

전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도 부족했기 때문이다.13) 특히 특허법 영역에서는 재판소 

고르기(forum shopping)가 성행하고 법률 비용이 상승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절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정부배상소송법원(Court of

Claims)과 관세 및 특허항소법원(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CCPA)을 

통합하여 특허사건을 다루는 단일 법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의회 내에서 수년 

동안 논쟁을 벌인 끝에 1982년에 연방순회항소법원 설립 법안이 통과되었고, 레이건 

대통령이 1982년 4월 2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Sell 2003, 113). 연방순회법원은 특허 

사건에 대한 모든 항소심 사건을 전속관할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허 사건의 최종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곳이다(Sell 2003, 112).

13) 미국은 11개의 순회재판구(circuit district)로 나누어져 있고, 각 구에 항소법원이 하나씩 설치되

어 있다. 또 수도에는 수도 순회재판구 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독립규제기구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다룬다. 수도에는 또한 연방순회구(federal circuit) 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허와 연방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다룬다. 따라서 총 13개의 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최명․백창재,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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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담 법원의 설립을 둘러싼 미국 내의 논쟁을 살펴보면 당시에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 설립을 찬성한 측이 제기한 핵

심 문제는 당시 특허법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고, 재판소 고르기와 법원을 이

관해 달라는 청구로 심각한 불확정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반대 측은 

찬성 쪽이 제시하는 문제가 과장되었다고 보고, 그보다 특허법원과 같은 전문 법원

은 특수 이익집단에 친화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했다. 그러나 찬성 측은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특허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관세와 세관법, 상표법, 기술 이전 

규제법과 정부 계약 및 노동 분쟁도 다룰 수 있다는 논리를 통해 특수 이익집단에 

친화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무력화했다(Lever 1982, 202; 204).

그 결과 1982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설립됨에 따라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기술

적 기준과 법적 기준을 통합하고, 승소한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과 로

열티 보상액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또 특허권을 강화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첫 번째는 스미스 사건(Smith International V. Hughes Tool)으로, 특허권이란 

타인을 배제할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이 유효하고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법원은 항

구적 침해 금지 명령을 내릴 재량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는 공공정책이 ‘유효한 특

허로 보장되는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모방자가 아닌 혁신자를 더 선호’해야 한다는 

선언으로 공공정책보다 특허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였다. 또 다른 획기적

인 사건은 1986년 코닥 사건으로, 폴라로이드가 일회용 카메라에 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코닥을 제소했고, 1심 사건을 담당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스미스 판

결에 근거해 코닥이 폴라로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코닥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침해 금지 판결을 하면 8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해야 하고, 공장 설

비에 투자한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이 폴라로이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회용 카메라에 있어 폴라로이드의 사실상의 독점을 허용했다

(Kastriner 1991, 13-14).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의 전개 과정은 정치경제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게 진행되

었다. 독점 금지를 목적으로 특허권을 제한한 측은 사법부였고, 출판노동조합을 달래

기 위해 미국 저작권법에 중상주의적 요소를 유지한 측은 입법부였지만, 이런 공공

정책 집행 주체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역사는 당시의 지배적 견해를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지배적 견해 속에 배태된 것이다. 이에 대해 로셸 드레이퍼스

(Rochelle Dreyfuss)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권자 편으로 기운 것은 규제포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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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라기보다는 국가적 우선 과제를 법원이 인식했기 때문”(Dreyfuss 1989, 28 각주 

174; Sell 2003, 119 재인용)이라고 봤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분위기는 반독점 정책이 완화되는 것과 함께 

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법원은 미국의 반독점법이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을 반드시 독점권이나 시장 지배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

했다(Webb and Locke 1991, 각주 29). 미국 법무부는 이런 입장에 대해, “시장 지배

력 또는 독점력은 이것을 우수한 노력이나 통찰력, 선견지명 또는 요행으로 얻었다

면 반독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자는 그 재산 자체에 부여된 모

든 시장 지배력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US Department of Justice, 1988)”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레이건 행정부가 효율적인 경쟁전략을 위해 추진한 산업정책의 변화

와 연계되어 법적인 변화도 이끌어 냈다. 1988년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라이센싱과 

관련한 ‘9개 금지사항’을 폐지하고,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s)을 채택했다. 이는 

지적재산권자를 반드시 반독점 조사가 필요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지 

않았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미국의 이러한 환경 변화는 지구 자본주의의 구조 

변화가 몰고 온 상위 의제에 깊이 내재되었으며, 이런 상위 의제 가운데 하나인 경

쟁력 의제는 미국의 정책 결정과 제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1. 2. 지적재산권 규범 등장 배경: 국제 경제적 구조와 미국의 쇠퇴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상대적 지위는 급격히 하락했다. 1980년대 이미 미

국의 국민총생산(GNP)는 경제개발기구(OECD) 전체 국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

했고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독일과 일본 등 급속히 성장한 국가들의 도전에 직면

하게 되었다. 특히 무역 상황은 1980년대 들어 급격히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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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OECD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출 수입 총합 수출 수입 총합

1950 17.61 16.02 33.63 28.25 24.30 52.55

1955 17.88 13.59 31.47 26.59 20.21 46.80

1960 17.43 13.20 30.63 24.55 19.16 43.71

1965 16.17 12.94 29.11 21.90 17.68 39.58

1970 15.10 14.21 29.31 19.66 18.81 38.47

1975 13.32 12.81 26.13 19.03 17.97 37.00

1980 11.73 13.47 25.20 17.81 18.77 36.58

1985 11.97 19.25 31.22 16.94 26.56 43.50

<표 1. 세계무역과 OECD무역에서 미국무역이 차지하는 비율, 1950-1985>

출처: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cs Yearbook, several years.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계무역에서 미국무역이 차지하는 수출 비율은 

1970년대까지 거의 15%를 차지하다가 1980년에 들어서면서 11%선으로 급격히 떨어

졌다. 이는 OECD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감소폭을 보면 더 확연해진다. 1950년에 수

출 비율은 거의 30%였던 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10%대로 떨어져 1985년에는 

1950년대 수출 비율의 절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아래 <표 2>의 무역수지를 보면 미

국 무역의 약화는 더 극적으로 드러난다.

연도 무역수지 제조업에서 무역수지

1960 4.9 -

1965 5.0 -

1970 2.6 3.4

1975 8.9 19.9

1980 -25.5 18.8

1981 -28.1 11.8

1982 -36.4 -4.3

1983 -67.2 -31.0

1984 -114.1 -78.4

1985 -141.6 -89.5

<표 2. 미국 상품 무역 수지와 제조업에서 무역수지(단위: 10억 달러)>

출처: U. 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rade Highlights, several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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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까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던 미국무역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극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섰고, 그 적자의 폭은 1980년대 한 해가 갈수록 심각

하게 악화되었다. 특히 1982년부터 1984년까지는 적자폭이 매년 두 배 가까이 늘어

나고 있었고, 제조업 무역수지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 3백억 달러 미만의 적자 수준에 머물렀으나, 1983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서 1980년대 중반에 1천 5백억 달러를 돌파했다(Baik 1995, 139). 이

러한 높은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고금리, 재정적자, 높

은 달러 환율정책은 미국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악화시켰고 곧 무역적자의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있다(Baik, 1995). 이때만 해도 레이건 행정부는 이 상황을 직시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플라

자 합의에 의한 무역적자 해소가 실패하면서 통상정책이 미국의 세계 경쟁력을 회복

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정치적인 관심을 받았다(Bhagwati 1989, 443).

이에 따라 보호주의 세력이 부활하여 무역정책 과정에도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과 

같은 반자유주의적 조항을 입안시켰다. 이렇게 미국경제의 상대적 지위가 약화되고 

기초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이 취약해진 반면 미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지속

적으로 증대되었다. 상품별 수출의존도, 특히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소위 ‘유망 

산업’(blue ribbon industry)인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았다.

따라서 이들은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역정책이 자유주의의 

틀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타국에 비해 자국의 첨단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정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들로는 공정무역

(fair trade) 정책, 관리무역(managed trade), 전략적 무역(strategic trade), 부문별 호

혜론(sectoral reciprocity) 등을 들 수 있다(Baik, 1995). 이런 맥락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증대되어 미국의 해외시장 개방 압력과 미 무역법 301조를 통한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철폐 압력 등이 나타났고, 그 과정에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

와 지적재산권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등장했다.

장하준은 위의 원인에 더해 이는 1970년대와 80년대 G77의 개발도상국들이 

WIPO를 통해 지적재산권 레짐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 것에 대한 선진국들, 특히 미

국의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TRIPS협정의 레짐화였다고 본다(Chang, 2001). 즉 G77

은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를 위한 압력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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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적재산권 레짐을 개정해 선진국의 좋은 기술을 이전받고자 했다. 여기서 주

된 논쟁이 된 것은 강제실시이다. G77은 개발도상국에게 특허사용권을 낮추고, 개발

도상국에 대한 ‘우선권(right of priority)’을 연장해 줄 것과 강제실시를 용인하기 전

에 면허권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TRIPS협정의 강화로 대응한 

것이다. 둘째로는 미국은 산업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몰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외 ‘도둑(theft)’에 분노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 법원은 이전의 

판결과 달리 특허권자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무역 협박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무역 상대국에게 강요할 좋은 수단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은 헝가리, 한국, 멕시코, 싱

가포르, 타이완에게 지적재산권을 향상시킬 것을 강요하는 양자 무역 협상을 진행했

다(Chang 2001, 299-300).

2. 지적재산권 규범의 출현: 미국의 국가이익

2. 1. 反 위조연합의 형성: 초기의 시도

1) 위조에 따른 미국의 손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상품을 위조한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위조의 문제를 심각한 경제문제로 인식

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1985년에 에너지․통상하부위

원회가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 상품에 대한 위조는 의약품, 자동

차, 항공부품, 의료기기, 화학, 컴퓨터 관련 산업을 망라해서 광범위하게 위조당하고 

있었다. 위조 상품으로 인한 미국 기업의 손해는 벌써 100억 달러에 달하고, 그 중 자

동차산업의 손해는 30억 달러에 달했다. 당시 유럽공동체14)에 따르면 위조 상품이 전

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에 이르렀다고 본다(US Congress, 1984).

14)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를 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명칭

한다. 문서에 표시된 명칭을 반영하기 위해 1993년 11월 1일 이전은 유럽공동체, 이후는 유럽연

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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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자동차협회(The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는 하

부위원회에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조 상황과 그 손실을 알리고 위조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미국의 경제적 안녕을 해치며, 무엇보다 미국 제

조업의 명성에 누가 되고, 미국 노동자의 현재의 일자리와 미래의 일자리를 훔치

는”(US Congress 1984, 2-3)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고 미국 정부가 대책

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위조가 행해지는 주된 지역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

카, 남미가 대부분이다. 위원회는 이들 위조 국가에서는 위조가 사실상 국가산업발전

전략(national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만, 한

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를 상업적 위조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US Congress 1984, 4). 특히 대만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책과 음반, 테이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

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칩 디자인에 대한 특허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 또 다른 지적

재산권 침해의 중요한 사례는 일본의 마츠시다(Matsushita)가 컴퓨터 메모리 저장에 

대해 개발한 미국의 중소기업 ECD의 특허를 위반사례이다. 일본에서는 ‘흉내쟁이(마

네시타(Maneshita), copycat)’라고 불리는 모방이 하나의 경영전략이 되어 있었다. 따

라서 일본 마츠시다가 미국 ECD의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내부 직원에게 뇌물을 제

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US Congress 1984, 16). 또한 일본의 컴퓨터 관련 기업 히

타치(Hitachi)가 미국 IBM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뇌물로 사람을 고용하는 사건이 벌

어졌고, 기밀을 빼내기 위해 일본이 들이는 자금이 612,000달러에 불과한 데 비해 일

본이 뇌물로 편성한 예산만 해도 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하면서 재산권 도난에 

대해 금전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US Congress 1984, 7)

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절도는 매우 조직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영리 조사회사인 바릭(Barrick) 안보집단의 리처드 캠프스(Richard

Camps)의 증언에 따르면, 홍콩과 캐나다, 샌프란시스코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에서 전기제품에 대한 ‘회색’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고 한다(US Congress 1984, 29-30).

2) 反 위조연합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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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상품에 대한 해외의 위조 때문에 발생하는 미국

의 무역적자가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100여 개의 초국적 기업 행위자들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反 위조연합(Anti-Counterfeiting Alliance)을 형성했다. 이 반 위

조연합은 이후 TRIPS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기업 연합인 지적재산권위

원회로 계승된다.

미국 내에서 1978년 리바이스(Levi Strauss)사가 자사의 청바지 상표를 도용한 

외국의 위조 상품과 전쟁을 시작했다. 리바이스사는 상표권을 중요시하는 다른 기업

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호소해, 국제위조상품방지연합(IACC: International Anti

Counterfeiting Coalition)15)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위조상품 생산업체에 대

한 로비를 했다(Doremus 1995, 149). 국제위조상품방지연합은 1979년에 자동차, 섬

유, 제약, 사치품, 영화산업, 음식, 소프트웨어 등의 영리 기업체들로 구성된 조직으

로 위조와 도용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법과 규칙, 제안 등을 만들고, 위조와 표절

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반 위조연합은 자신이 인식하는 위조 상품의 심각성을 미국 정부는 제대로 인

식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의회를 통해 위조 문제의 심각성을 설득하게 된다.

이들이 위조 상품과 저작권, 특허의 위반에 대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미국 내에 이를 강압적으로 처벌할 법과 규정이 없다는 점이었다. 反 위조연합

(Anti-Counterfeiting Coalition)의 제임스 비코프(Bikoff) 회장은 현 체제에서는 “상업

적 위조가 가장 수익성이 좋고 덜 위험한 형태의 도둑질이며, 현재의 미국법 하에서

는 재산권을 상당히 훔칠 수 있으며, 잡히더라도 일시적인 분배의 지연이 있을 

뿐”(Bikoff 1983; US Congress 1984, 12 재인용)이라고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337조

를 강화하여 위조 상품 박탈과 몰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회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통상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외교위원

회(Committee on Foreign Affair), 세입위원회(Committee Ways and Means)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안된 관련 법안들을 효율적으로 하나로 묶어 법안으로 제출했

다. 이에 따라 에너지통상위원회는 위조문제를 해결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

한 대안으로 첫째, 1983년에 제안된 저작권 위조법(Trademark Counterfeiting Act of

1983, H. R. 2447)을 통과시키고, 일반특혜제도(Generalized Schedule of Preference)

하에서 수입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해주는 1974년 통상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15) http://www.iacc.org/training-partners/iacc-foundation-and-u-s-training.php (검색일: 201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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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또한 위조와 특허 위반에 대해 물질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무역통상대표부와 통상부, 국무부와 같은 행정조

직이 해외의 심각한 위조행위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압적으로 맞설 것을 주문했다

(US Congress 1984, 6).

당시 연합은 위조상품방지조약에 대한 미국무역대표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 

연합은 1973년과 1979년 사이에 다자 무역협정인 GATT의 도쿄 라운드에서 위조행

위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이슈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도쿄 라운드에서 위

조 상품 거래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이 연합은 미국과 유럽공동체를 통해 

1979년 ‘위조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한 합의(Agreement on Measures

to Discourage the Importation of Counterfeit Goods)’를 이끌어 냈다. 1982년이 되

어서야 미국과 유럽공동체, 일본, 캐나다가 위조상품방지조약의 초안에 합의했지만 

결국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초안은 채택되지 못 했다. 그러나 위조 상품 수입 방지 

합의 또한 국제적인 합의를 획득하지 못했고  조약을 너무 늦게 제안하는 바람에 성

과를 내지 못했다.

GATT 도쿄 라운드에서 위조방지조약을 채택하려는 미국 초국적 기업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들은 미국 내에서 다시 논의를 위조방지를 넘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규범으로 확대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또한 위조방지를 포함해서 지적재

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같은 뜻을 가지는 기업들이 조직을 형성하여 연합을 형성하였

다. 다음 절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2. 2. 규범 주창자: ACTPN과 지적재산권위원회(IPC)

1970년대 말부터 등장한 위조방지연합은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창하는 흐름으

로 이어졌다. 위조문제를 심각한 무역 문제로 상정하고, 위조방지와 지적재산권을 중대

한 무역 의제로 상정하고 지적재산권을 주창하기 시작한 행위자는 초국적 기업들이다

(Matthews 2002, 9). 앞서 규범의 형성과 제도화 과정에 대한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행동의 기준으로써 규범이 등장할 때는 그 규범을 처음으로 들고 나오는 행위자가 

있게 마련이다. 이들 초국적 기업이 바로 지적재산권 규범을 처음으로 정책으로 만들

고자 시도했던 '규범 기획가(norm entrepreneur)'이다. 이 절에서 지적재산권 규범을 주

창한 주요 행위자들은 누구였으며, 어떤 연합을 형성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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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정책과 협상에 관한 자문위원회’(ACTPN)

미국 내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요한 이슈로 부각시킨 것은 다름 아닌 초국적 기

업행위자들이었다. 이들은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장 확대가 필요했고, 신흥 개

발도상국들에서 발생하는 위조와 특허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적자를 줄이려

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위조를 방지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해 정부 관료를 통해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고자 했다. 예를 들어 몬산토의 

국제부 부장인 제임스 엔야트(James R. Enyart)는 “국제 통상의 규칙은 너무 중요해

서 정부 관료나 학계의 조언자들에게 맡겨둘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세

계에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기업가가 아니라 행정가에 의해서만 확산될 수 있다

(Enyart 1990, 53)”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위임자로 미국 정부의 통상관

료를 택하고 이들에게 지적재산권을 교육하고자 했다.

이러한 초국적 기업 행위자들이 정부의 통상관료와 접촉을 할 수 있게 된 제도

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1972년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재임 중 대통령이 쫓겨

나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1974년 총선을 통해 민주당의 신진 의원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하면서 권력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 내부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의회 개

혁의 방향은 권력의 분산과 의사 진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중심이었다. 그 개혁 

프로그램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축소되고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무역과 

관련해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던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의 위원장 권한

이 축소되고 산하에 무역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또 이 소위원회의 의사 진행 과정

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다(Sell 2003, 127). 이러

한 의회의 개혁을 통해 초국적 기업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부 관료에 반영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적재산권 규범을 주도한 것은 제약업계와 저작권산업이

었다. 이들 산업의 특징이 진입장벽은 낮고 위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적재산권 레짐을 형성고자 하는 유인이 높았다. 그 중 미국 내 초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저(Pfizer)의 회장 에드 프래트(Ed Pratt)와 컴퓨터 회사인 아이비엠(IBM)의 회장 

존 오펠(John Opel)이 ‘무역 정책과 협상에 관한 대통령 자문 위원회(US President's

Advisory Committee on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ACTPN))’16)의 회원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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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역 정책과 협상에 관한 대통령 자문 위원회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을 개

정하면서 지적재산권 제도를 무역과 연계하는 전략을 창출하기 위해 포럼을 제공하

는 방식으로 기업계 의견이 제도화 과정에 투입되도록 고안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무역과 연계되는 무역 정책을 결정하도록 미국 산업계의 투입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였다(Matthews 2002, 18).

1981년 제약회사 화이저의 회장인 프래트가 민간 기업인들이 대통령에게 자문

을 하는 공식적 통로인 무역협상자문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되면서 미국 통상 정책 

결정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무역협상자문위원회는 투자 장벽, 특히 외국의 약

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투자 장벽을 통상 분야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러한 노력 덕에 레이건 대통령은 1983년 의회 연설에서 기술적 우위성을 유지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레이건의 이러한 반응은 영리 부문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련의 제안들을 새롭게 들고 나왔기 때문

에 가능했으며, 이들이 제안한 거의 모든 계획에서 무역과 지적재산권 문제가 현저

한 쟁점이 되었다(Gadbaw 1989, 234). 또한 휴렛패커드의 대표이사이자 지적재산권

위원회 창립 회원인 존 영 위원장으로 있는 ‘산업 경쟁력에 관한 대통령 직속 위원

회’는 1983-84년 보고서에 해외의 약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이러한 사적 행위자들의 전 방위적인 로비와 정책개입을 통해 1984년 무역 및 

관세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하여 무역과 연계된 지적재산권 보호 관점을 도입했

다. 1984년 법 개정은 주로 서비스와 투자 산업계가 로비를 벌인 덕분이었지만,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조항은 특허권과 저작권의 이익집단들의 힘이 컸다. 1984년 개정법

은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할 경우 301조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법이었다. 이 법은 비록 외국의 법률, 정책 또는 관행이 “국제법상 보호받는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더라도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공정하고 균

등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법률이나 정책, 관행은 “불합리한”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외국의 법률, 정책, 관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도 301조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16) ACTPN의 패널로 알려진 기업은 American Express Chairman James Robinson Ⅲ, Corning 

Glass의 James Houghton, IBM을 포함하는 45개의 집단으로 구성된 중공업, Texas 

Instruments, General Electric, Johnson & Johnson, Dow Chemical and General Motors, 

American Farm Bureau, AFL-CIO이다(Richard Katz 19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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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법 301조는 외국 정부에 대해 협상과 제도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미국이 만족할만한 타협을 얻어내지 못하면 미국무역대표부가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

해야 하는 강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체, 무역 연합들, 개별 기업

들은 미국무역대표부에 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는 기업들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할 권한을 

가진다. 1984년 개정법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따른 비상호적인 무역 양허에 개도

국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함시켰다. 이

들은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위조를 주로 하는 국가를 ‘해적국가’로 명하고 

지적재산권 문제를 무역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의 ‘강제적 조치’가 없다면 효

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1985년 ACTPN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담반(Task Force on Intellectual

Property)을 세웠다(Drahos 1995, 8). 미국 산업계는 무역 협상 태스크포스를 위한 

자문 위원회에 잘 대표되고 있었다. 프래트(Pratt)와 오펠(Opel)에 이어 모션 픽쳐스 

산업협회(Counsel for the Motion Picture Industry Association)의 회장인 플리츠

(Fritz Attaway)와 국제제약회사협회의 회장인 아브라함 코헨(Abraham Cohen)이 위

원회에 합류하게 되었다.

ACTPN의 태스크포스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에서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하며 개발도상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거

부하기 때문에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무역통상대표부와 의회

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yan 1998, 69). 1985년 10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태

스크포스는 미국 정책 결정자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역에 기반한 접근을 개발

할 것을 추천했다(Sell 1995, 175). 그런데 한 국가만을 공격하여 양자협정에서 지적

재산권을 강제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너무 많은 국가들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1986년 3월 ACTPN은 양자협

정 대신에 GATT내에서 지적재산권을 교육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의제를 

재수정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하는 것은 여러 단계에서 가능했다.

전 세계적 기업 행위자에 맞게 양자적 관계에서 다자적 무역 관계로 포럼을 전환하

고 GATT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연계하는 ‘GATT전략’은 WIPO 내에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를 극복하고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개발도상국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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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산권위원회(IPC)

이러한 ACTPN이 성장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 무역 정책에 지

적재산권을 핵심적인 사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여러 기업들

이 재조직화되었다. 그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IPC)다. 지적재산권위원회는 특허권과 연관된 미국 내 산업계와 특히 특허권을 갖는 

제약업계가 중심이 되었다. 이후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영화, 음악과 출판 영역을 포함

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사업을 대표하는 국제지적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으로 조직화되었다.

지적재산권위원회는 ACTPN에서 참여했던 프래트(Pratt)와 오펠(Opel)을 중심으

로 13개의 다국적 기업, 즉 화이저(Pfizer), 아이비엠(IBM), 멀크(Merck), 제네럴 일렉

트릭(General Electronic), 듀퐁(DuPont), 워너 통신사(Warner Communications), 휴렛

-패커드(Hewlett-Packard), 비스토롤-마이어스(Bristol-Meyers), FMC Corporation, 제

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존슨 앤 존슨(Johnson and Johnson), 몬산토

(Monsanto), 국제 록웰(Rockwell International)이다. 재키 골린17)이 경영하는 지적재

산권위원회는 이전의 전통적인 특정 산업부문별 무역협회에 비해 단일 이슈 의제만

을 다루면서 보다 집중화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었다.

지적재산권위원회와 달리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초기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GATT를 통한 다자적 접근보다는 양자협상이 개도국에서 저작권 보호 실행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IIPA는 변호사이자 워싱턴의 로비스트인 에릭 스미스(Eric

Smith)에 의해 지도되었다. IIPA에는 미국 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영화판매협회(the Film Marketing Association), 데이터처리 서비스 조직

협회(the Association of Data Processing Service Organizations), 컴퓨터와 관련기기

제조협회(the Computer and Business Equipment Manufactures Association), 국제

반위조연합(the 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미국영화협회(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음악출판협회(the National Music

Publishers's Association), 미국음반산업협회(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로 조직되었다. 국제지적재산권연맹의 목표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정책결정

17) 워싱턴의 정책결정가이자, IBM의 경제자문가였고, 이후 골린 그룹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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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교육하는 것이다(Ryan 1998, 70).

국제지적재산권연맹은 미국 산업계가 저작권을 가진 작품에 대한 위반으로 입

고 있는 손실의 규모를 미국의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1985년 ‘10개 선별된 

국가에서 미국 저작권 상품에 대한 해적 행위(Piracy of US Copyrighted Works in

Ten Selected Countries)’라는 보고서를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ITC)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브라질,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태국과 대만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담았다.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국제지적

재산권연맹(IIPA)은 이 10개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얻은 손

실이 매년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음악산업에서만 매년 6억 달러의 손실,

출판산업에서는 매년 4억 달러의 손실, 그리고 영화산업에서는 매년 1억 3천만 달러

의 손실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1억 2천 5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Stewart 1993, 2254). GATT에 지적재산권을 연계하는 전략을 쓰기 이전에 국제지적

재산권연맹(IIPA)은 지적재산권을 무역 이슈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정량화된 지표

와 통계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정책결정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2. 3. 지저재산권 이슈의 규정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국적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무역 정책과 

협상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지적재산권위원회를 중심으로 反위조에서 시작되어 미국 

무역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점점 미국 무역 

정책과 협상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단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집단들이 로비를 통해 정책결정과정

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 관료와 의회에게 지적재산권 보호가 결국 ‘미국의 이익’이

라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무역적자의 대응으로 보호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논쟁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사안이었던 지적재산권을 국가의 핵심 사안

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규범을 프레이밍하고 어떤 담론

을 끌어들여 관료와 의회를 설득했는지 살펴본다.

1) 지적재산권의 국가이익화: 초국적 기업의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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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한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는 무역협상자문위원회는 1981년부터 지속

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주장해왔다. 초국적 기업을 중심

으로 구성된 무역협상자문위원회는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정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

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의 약한 지적재산권 보호도 투자 장벽으로 인식하고 

통상 분야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렛패커드의 대표이사이자 지적재산

권위원회 창립 회원인 존 영이 있는 ‘산업 경쟁력에 관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1983-84년 보고서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

다(Sell 2003, 134).

영리 기업의 로비는 1983년과 1984년에 집중되었다. 화이자의 프래트는 지적재

산권을 무역 현안에 통합시키고자 여러 기업들을 규합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활동하

고 있었고, 미국제약협회18)와 화학제조사협회의(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CMA)의 회원 기업들도 지적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로

비를 펼쳤다. 미국제약협회는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무역

을 지렛대로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단체 중에 가장 조직이 잘 되어 있었다. 또한 미

국제약협회와 화학제조사협회도 특허와 영업비밀 보호에 힘을 쏟고 있었고, 저작권

산업계도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 작업을 시작했다.

잭 발렌티(Jack Valenti)가 이끄는 미국영화산업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도 치열한 로비를 펼쳤다. 1980년대 초 발렌티는 외국의 저작권 위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이러한 저작권을 도용(piracy)하는 행위에 대해 양자적인 협상

을 통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동영상산업협회는 1983년 카리브연안

경제복구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CBERA)에 지적재산권 조항을 

넣어, 카리브해 연안 국가가 미국의 저작물을 도용할 경우 수입품에 대한 일반특혜

관세제도에 따른 비상호적인 관세 유예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다양한 산

업협회19)들의 압력으로 1984년 무역 및 관세법이 개정되어 제도화되었다(Sell 2003,

18) 1996년 이후 ‘미국 제약 연구 및 제조사 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al of 

America: PhRMA)’로 명칭이 바뀌었다. TRIPS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미국 

국내에서 가장 강한 압력 조직이었다. 

19) 그 외에도 전국농화학기업협회(National Agricultural Chemicals Association), 자동차장비제조

사협회(Motor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자동차수출위원회(Auto Exports 

Council), 지적재산권소유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Inc.) 국제위조상품방지연합, 반

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등이 있었다(Sell 200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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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39).

지적재산권이 무역과 연계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상무차관이자 특

허청장인 제럴드 모싱호프(Gerald Mossinghoff)20)이다. 그는 1984년 1월 특허와 상표 

그리고 국제통상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미국 

산업이 당시 경쟁적 세계시장의 환경에서 혁신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 혁신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연구개발비와 새로운 상품시장과 제조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가 무

역과 연계될 때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항공산업의 무역 흑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 지속적이라는 점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하

였다(Mossinghoff 1984, 236).

그가 강조하는 미국 무역과 산업의 통합요소로써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특허가 혁신의 유인이며, 기술적 혁신만이 미국 무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다. 둘째, 특허는 기술과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셋째, 특허 통계는 무역경쟁의 추세를 

보여준다. 넷째, 특허제는 미국 상품을 모방하는 해외 상품에 대응해서 미국 국내시

장을 보호하고, 반대로 해외특허보호는 미국 회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다. 그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면허수수료 수입도 발생하고, 상표권을 통해 국제시

장에서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었다(Mossinghoff

1984, 238-244).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레이건 행정부는 국제통상 및 산업부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를 하나의 조직으로 재조직함으로

써 정책 결정과 이행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 맥락에서 특허상표국(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통합된 부서의 한 부분이 되었다(Mossinghoff 1984, 236).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할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례

가 있었다. 1984년 6월부터 대만과 싱가포르 정부 관료와 상업적 상품 위조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협상단으로 미국무역대표부와 국무부, 특허청, 저작권청 외에 

20) 모싱호프는 이후 특허청장을 그만두고 1985년 미국제약협회 회장을 맡는다. 이 제약협회는 지적

재산권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가장 적극적인 압력 단체 가운데 하나다. 수전 셀은 이를 정부와 사

적 부문 사이에 ‘회전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회전문 관계의 또 다른 예 엘런 홀

머(Alan Holmer)는 무역대표부의 대표로 있다가 모싱호프의 뒤를 이어 1996년 말 미국제약연구 

및 제조사 협회의 회장이 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홀머는 무역대표부의 수석자문관이었던 주디스 

벨로(Judith H. Bello)를 미국제약연구 및 제조사 협회의 집행부회장으로 임명했다(Sell 2003,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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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산업협회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었다. 이들은 의약품, 화학품, 저작물과 상표

의 위조 문제를 논의했고,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저작권과 특허와 관련된 

기업들로 조직된 지적재산권 옹호자가 참석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미국영화산업

협회와 국제위조상품방지연합은 대만의 저작권법 개정안 논의에도 참석하고, 대만 

관료들과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옹호자들의 활

동에 대해 통상부의 한 관료는 “향후 모든 활동에 산업협회들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결합”을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ell 2003, 137). 이 경험을 통해 영리 부문 대

표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의 선결조건으로 하는 법률을 만들

도록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좀 더 압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Sell 2003, 137).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의 압력과 로비로 1984년에 반도체칩 보호법안

(Semiconductor Chip Protect Act; ACPA)이 통과되었다. 이는 미국 국내의 지적재산

권 보호뿐 아니라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법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Doremus 1995, 342). 이 법은 미국 규칙의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에 기반한 양자적 호혜(reciprocity)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규칙과 외국의 규

칙을 연계시켰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이었던 의원 로버트 카스텐마이어(Robert

W. Kastenmeier)는 반도체칩 보호 법안이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 데

이터와 같이 특허법이나 저작법의 틀 외에 정보기반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을 

위해 ‘새로운 길’을 내는 작업이라고 말했다(Doremus 1995, 342-343).

이러한 영리 행위자들의 전 방위적인 로비와 정책 개입을 통해 1984년 미 의회

는 무역 및 관세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하여 무역과 연계된 지적재산권 보호의 관

점을 도입했다. 1984년 법 개정은 주로 서비스와 투자산업계가 로비를 벌인 덕분이

었지만,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조항은 특허권과 저작권 이익집단들의 힘이 컸다. 1984

년 개정법은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할 경우 301조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법이었다. 이 법은 비록 외국의 법률, 정책 또는 관행이 “국제법상 보호받는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더라도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공정

하고 균등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법률이나 정책, 관행은 “불합리한”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외국의 법률, 정책, 관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도 301조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미 통상법 301조는 외국 정부에 대해 협상과 제도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미국이 만족할만한 타협을 얻어내지 못하면 미국무역대표부가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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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강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체, 무역 연합들, 개별 기업

들은 미국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국무역대표부가 직권으로 301조 조

사를 개시할 권한도 부여한다. 1984년 개정법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따른 비상호

적인 무역 양허에 개도국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함시켰다. 이들은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위조를 주로 하는 국가를 

‘해적국가’로 명하고 무역의 문제로 지적재산권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정부의 ‘강제

적 조치’가 없다면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2) 지적재산권 보호 담론의 형성

초국적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법으로 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는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적으로 연합을 형성했고,

다른 이익집단과 의회,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교활하게 포장”(Baik 1995, 111)21)했다. 똑같은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사안

을 행위자가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Baumgartner and Jones 1993;

Braithwaite and Drahos 2000; Cobb and Ross 1997; Jones 1994; Risse 2000). 원하

는 목표를 위해 내세운 사안이 확립된 법적 규범과 담론에 의지한다면 행위자는 사

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초국적 기업 행위자들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업들과 연합을 형성하면서 정부 관료와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적절한 담론을 형성

해갔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정보에 대한 통제력은 지적재산권 체제를 지배

하는 규범을 결정하는 데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무엇이 미국의 공익인지를 사적 

영역에서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든다(Cutler, Haufler and Porter 1999, 350).”

이와 같이 1980년대 당시 초국적 기업들은 무역적자 상황에서 자신들의 핵심적

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를 공적인 이익과 연결시켜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이슈를 

새롭게 프레이밍을 하고, 일관된 자유무역 원칙 담론을 형성하였다. “핵심 이해집단

이 제시한 경제적 관념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충실할 경우, 지지자들을 형성해 하나

로 뭉치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자들을 논쟁에서 맥도 못 추게 할 수 있다.”(Archer

21)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지배적인 의제가 된 것은 몇몇 기업들과 산업체 연합이 지적재산권 

로비를 시작한 직후였다. 자신들의 요구를 교활하게 포장함으로써 기업 공동체로부터 광범위한 지

지를 획득했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의원들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었다”(Baik 1995, 111 주석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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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306).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초국적 기업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미국의 공익과 연결시키기 위해 ‘경쟁력’과 ‘공정무역’이라는 담론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재규정하였다.

(1) ‘경쟁력’

초국적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로비를 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운 담론은 ‘경쟁력’이다. 경쟁력이란 “..국제무역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발명,

생산, 분배하는 것과 관련한 국가의 능력”(Scott and Lodge 1985, 2)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기술적 발전이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기술적 발전은 새롭고 향

상된 상품과 절차를 제공하고 자원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Ahearn et

al. 1987, 1). 현재의 변화하는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competitiveness)’은 그 상황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이

라는 것이다. 첨단기술산업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의존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높은 반면, 그것을 모방하거나 도용할 때 발생하는 손해는 엄청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높은 연구개

발비용에 따른 새로운 기술들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에도 있어 왔지만, 미국의 산업정책의 핵심적인 

논의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1979년 미국 의회의 합동 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 96차 회의에서 변화하는 세계정치경제 상황에서 미국이 해야 하는 역할

에 대한 발표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경쟁력 담론은 드러나지가 않았다. 이 보고서에

서 분석한 당시 세계 정치경제 상황은 미국의 지배적인 힘이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반면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세계경제는 

이미 높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의 상황에 들어섰고, 석유나 다른 천연자원의 

부족이라는 위협이 닥칠 상황에서, 이 상황을 미국 혼자 해결할 수는 없고 다른 나

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은 기계에 투자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세계무역은 미국의 노동과 자본이 이윤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이

윤의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지만 아직까지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담론은 아니었다(Ahearn et al., 1987).

그러나 1983년에 들어서 대통령은 의회에 보내는 메세지에서 ‘국가 생산력과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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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법안(National Productivity and Innovation Act of 1983)’이라는 입법안을 제출했

다. 이 법안에서는 반독점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하여 세계시장에서 미

국 산업의 경쟁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 제안서에서 레이건

이 강조한 것은 미국이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능력은 새로운 기술을 개

발하고 창조하는 능력이었다. 따라서 특허와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법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지적재산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재정적으로 보상

한다는 약속은 개인들로 하여금 새롭고 유용한 기술을 발명·개발하여 경쟁하도록 한

다는 것이다(US Congress 1983, 1048-1049).

“반독점법이 미국 회사들이 그들의 자원을 공동으로 경쟁적인 연구개발 프로

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합작투자는 연구개발

에 대한 비용과 위험성을 줄이기 때문에 필요하며, 합작투자가 가격경쟁을 위

협하거나 혁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새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자극하기 위해 반독점법의 억제적 효과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반독점법과 지적재산법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그들의 기술시장에 그들의 기술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

으로 진입시키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연구와 개발에 투자

한 그들의 시간, 돈, 그리고 노력을 최대한 합법적인 방식으로 보상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US Congress 1983, 1048-1049)."

지적재산권과 무역을 연계시키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가장 선두에서 주창했던 

모싱호프는 1984년 그의 글에서 지금 세계시장경제가 경쟁적인 세계로 진입했기 때

문에 “미국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이끈 아이디어다

(Mossinghoff 1984, 1)”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미국

의 무역수지흑자를 지켜오는 유일한 산업인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

과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이미 국제시장은 너무나 경쟁적으로 바뀌었고, 미국 산업

은 혁신의 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5년 2월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는 현재의 새로운 과학 분야의 발

전 속도가 너무 빨라 생명공학, 정보통신과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산업에 내재하는 

아이디어와 지식, 기술과 같은 지적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능력을 넘어섰다고 발표했

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지적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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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이 상충하고 있어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은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무기가 되는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의 기술적 이슈는 미국의 전화전보회

사인 벨연구소의 소장인 이안 로스(Ian M. Ross)와 텍사스 기구회사의 사장인 마크 

쉐퍼드(Mark Shepherd Jr.)가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적재산권

을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인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다

(Henderson, 1985)”"라고 주장했다.

(2) ‘공정무역’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격하게 악화되자 자동차, 섬유, 제약,

사치품, 영화산업, 음식, 소프트웨어 등의 영리 기업들이 일본과 개발도상국에 의한 

미국 상품의 위조와 불법복제가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지목하였다. 이들은 1980년

대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무역적자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위조가 무역적

자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위조를 ‘도둑질(Stealing)’22)로 규

정하고 해외 정부가 위조품을 제작해 손실을 입은 여러 기업들이 ‘위조방지’를 목적

으로 反 위조연합을 조직했다. 이들의 핵심은 무역에 있어 위조를 방지하는 것이었

다.

이들은 위조의 문제를 건강과 안보의 문제로 프레이밍함으로써 의회에서 영향

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 예로 미국자동차협회(The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는 하부위원회에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조 상황과 그 손실을 알리면

서 위조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미국의 

경제적 안녕을 해치며, 무엇보다 미국 제조업의 명성에 누가 되고, 미국 노동자의 현

재의 일자리와 미래의 일자리를 훔친다(US Congress 1985, 2-3)”는 점을 강조했다.

위조 문제는 곧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훔치는 일이기에, 국내 노동자 집단의 지지

를 획득하고자 했다.

1984년 2월 14일에는 에너지통상위원회의 부속위원회인 감시와 조사위원회

22)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의회의 문서는 에너지통상위원회가 1984년 2월에 보고한 

“Unfair Trade Practices: Steal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 Imitation is not 

Flatte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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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mmittee of Oversight and Investigation)가 미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적 행

위 실태를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독창적이고 힘든 노동으로 만든 미국 

상품에 대한 도매급 도둑질은 우리나라에 몇 백만 달러의 비용과 몇 만의 일자리를 

매년 잃게 만드는 것이다. 더 불행한 것은… 미국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US Congress 1984, 2).” 또한 “위조는 미국 노동자의 현재와 미래의 직장을 

훔치는 것(US Congress 1984, 3)”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불공정 행위(unfair trade practices)’로 규정하고, 자유무

역의 위협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유무역이라는 초

국적 기업의 담론은 결국 의회를 거쳐 최고 정책결정자인 레이건 대통령에게까지 전

달되고 확산되었다. 무역정책과 협상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

하는 것이 미국 무역정책의 핵심이라는 강연을 오랫동안 들었던 레이건은 1985년 9

월 23일 여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회장들과 무역정책과 협상을 위한 대통령 자

문위원회에 속한 초국적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

하는 연설을 하게 된다. 이 연설에서 레이건은 미국 상품을 위조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고, 그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

사를 벌일 것과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공정무역’이며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임을 강조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자유무역은 그 정의상 공정무역이다(Above all else, free trade is,

by definition, fair trade). 다른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국내 시장을 폐쇄하고,

정부가 그들의 제조업자와 농업업자들을 보조함으로써 그들이 다른 시장에 

덤핑하는 것은 자유 무역이 아니다. 또한 정부가 위조나 미국 상품의 모방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 것이고, 더 이상 자유 무역이 아니다.

또한 정부가 국제규칙을 어기는 자국의 수출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자유 무역이 아니다. 또 정부가 상업적 우위가 있는 것을 보조하고, 비용부담

에 동의하는 것은 경쟁자에게 불공정한 짐을 넘기는 것이며 자유무역이 아니

다(Kirk, 1985).

지적재산권 강화와 같은 독점적 특권의 확대를 ‘자유무역’이라고 선전할 수 있

게 된 상황은 모순적이다. 마이클 보러스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접근 방식을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자기의 기반을 고수하려는 매우 방어적인 것으로 평가한

다(Borus 1993, 376). 그러나 당시의 무역적자의 심화라는 경제적 위기 상황이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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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강화와 자유무역을 동일시하는 자들의 이해관계를 재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

했다. 실제로 휴렛패커드의 국제 업무 담당 이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오늘날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유일한 ‘보호

주의’ 정책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전통적인 보호주의

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적재산권 보호는 개방 무역 체제의 핵

심을 이루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게다가 무역 체제의 강화를 지지하고 보호

주의적 태도를 반대하는 기업들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지지하는 기업

은 완전히 동일한 기업들이었다(Harvey Bale, Walker and Bloomfield 1988,

123).

지적재산권은 보호주의적 성격 때문에 자유무역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시장개방을 원하는 자들은 이 모순을 설득할 수 있

는 논리적 담론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공정무역’이다. 즉 일본과 아시아의 신흥

국가들이 미국의 상품을 모방하고 위조하는 행위를 ‘불공정 관행(unfair trade

practice)’으로 규정하면 이는 곧 미국의 법치 문화에서는 범법 행위로 인식되게 된

다. 캐서린 시킨크가 지적한 것처럼 특정한 경제적 사유 내지 관념들은 이것이 폭넓

은 문화와 공명할 때, 그리고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지배적 지위를 차지해 정책

결정자들이 지지하고 채택함으로써 실현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Sikkink, 1991). 따라

서 위조와 모방을 ‘불공정한 관행’으로 규정하고 이것으로부터 미국의 상품을 보호

하는 지적재산권은 국내적으로도 합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도 합법적인 권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2. 4. 미국 지적재산권의 제도화

1) 1984년 통상법 개정에 대한 불만

1984년 통상법 개정으로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협상을 요구하고 강

제하는 조치를  법적으로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적재산권 위반 행위에 대해 강

제적 처벌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초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지

적재산권연맹은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할 것을 의회와 행정부처에 강력하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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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985년 국제지적재산권연맹을 대표해 비코 헨리큐스(Vico Henriques)는 의회 진

술에서 1984년 통상법이 개정된 다음에도 미국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며 미국 정부가 아직 지적재산권 도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

다고 비판했다(US Congress 1985, 75). 이에 대해 민주당의 론 와이든(Ron Wyden)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당신과 다른 진술인들로부터 얻은 인상은 우리 정부 협상단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협상단은 아직도 법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협상단이 자신에게 주어진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호주의식 입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행정부가 요청하는 꼴이다.…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정 무역을 행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적절한 답변을 기대한다.…당신은 특히 우리 의원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US Congress 1985, 128)

헨리큐스 외에 전직 미국 특허청장이었던 모싱호프는 1985년 미국제약협회 대

표 자격으로 하원의 에너지통상위원회에 참석해 미국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국가를 상대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지렛대로 이용하는 방안을 의회가 진지하게 고려

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한국, 타이완, 유고슬라비아

는 일반특혜관세제도 특혜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들은 모두 의약품에 대

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면 미국 제약사들의 시장점유

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진술했다(US Congress 1985, 189). 모싱호프는 이미 이 

문서를 미국무역대표부와 일반특혜관세제도 소위원회에도 제출한 상태였다. 모싱호

프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일반특혜관세제도 갱신의 새로운 전제조건이 되었지만, 일

반특혜관세제도 수혜국들은 여전히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US Congress 1985, 220).

미국영화산업협회의 회장인 발렌티도 1986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헨리큐스와 

모싱호프의 진술을 되풀이했다. 발렌티는 양자 회담 결과가 형편없었다고 비판하면

서, 일반특혜관세제도 갱신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국제지적재산권연맹 보고서를 

진술서와 함께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해 10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국인 9개 국가에서 보호 수준의 상당한 진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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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무역대표부가 통

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IIPA 1986, 159).

이러한 국제지적재산권연맹과 기업들의 설득에 따라 1985년 2월 하원의 에너지

통상위원회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고 물질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하는 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위조

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이들은 사실상 위조를 국가

산업발전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위조를 

조장하고 위조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이 강압적으로 처벌한 법과 규

정이 없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337조를 강

화하여 위반 상품에 대한 박탈과 몰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회에 제안했다

(US Congress 1986a, 18). 이에 대해 에너지통상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Affair), 세입위원회(Committee

Ways and Means)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안된 관련 법안들을 효율적으로 하

나로 묶어 법안으로 제출했다(US Congress 1986a, 6).

이에 따라 에너지통상위원회가 위조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시하는 대안은 첫째, 1983년에 제안된 저작권 위조법(Trademark

Counterfeiting Act of 1983, H. R. 2447)을 통과시키고, 일반특혜제도(Generalized

Schedule of Preference) 하에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1974년 통상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위조와 특허 위반에 대해 물질적이고 강력

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주장하면서 무역통상대표부와 통상부, 국무

부와 같은 행정조직이 해외의 심각한 위조 행위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압적으로 맞서

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1985년 9월 통신산업의 지지를 받은 상원의 존 단포스(John

Danforth)는 통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규제와 무역 장벽을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조

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S 942)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제안은 

당시 미국의 통신산업이 무역으로 얻은 적자 폭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 경쟁국인 일

본은 흑자가 증가한 상황에 기반한 것이다. 그 적자폭을 보면 1980년과 1985년 당시 

미국 통신산업의 수출은 49%로 증가했지만, 수입은 194%로 증가했다. 또한 무역적

자는 1980년에는 9억 6800만 달러에 달했지만, 1983년에는 5600만 달러로 급격히 줄

었고, 1984년에는 6억 8백만 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일본과의 통신 부문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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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국은 일본에 5억 1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었다. 1985년 미국 적자의 

1/3을 차지하는 일본 때문에 미국 의회는 분노하게 되었다(Pressman 1986a, 196).

이에 대해 1985년 9월 23일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무역적자와 달

러 강세, 자유무역과 보호 간 논쟁에 관한 연설을 발표했다. 이 연설에서 레이건은 

미국의 무역 정책은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을 의미하는 자유 무역을 지속적으로 추구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국제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조와 미국 상품에 대

한 모방은 미국의 미래를 훔치는 것이고, 더 이상 자유무역이 아니며, 정부가 상업적 

우위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쟁자에게 불공정한 짐을 지우는 것이며 자유

무역이 아니(Kirk, 1985)”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무역대표부에 불공정무역을 조사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전에 불공정무역에 대해 조사한 세 가지 사례로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한국법과 미

국 첨단기술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브라질법, 그리고 미국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

는 일본규정에 대해 조사했고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1986년 5월 22일에 미국 기업과 정부가 해외의 경쟁에 대응하는 방법을 근본적

으로 바꾸는 무역 법안(HR4800)을 찬성 295 대 반대 115, 민주당의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에서는 미국의 수출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할 것을 요구하

고, 만약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제이익에 큰 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이 법안을 보호주의적 조치로 보고 “이 

법안이 세계를 무역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으며, 동맹과 세계의 자유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침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Pressman 1986b, 1154).

이에 대해 민주당 후원업체는 레이건이 그 자신은 국가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원에 엄중한 법안을 그냥 지나치도록 강압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의장 토마스 오닐(Thomas P. O'Neill)은 “우리는 

보호주의자가 아니라, 전 세계의 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무역업자

가 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레이건은 의회가 개회하기 이틀 전인 1986년 5월 

20일에 일본, 서독, 대만과 스위스에 대해 그들의 기계장비의 대미 수출을 자발적으

로 삭감하도록 요구하는 발표를 했다.

그렇다면 레이건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 프레스맨에 따르면 이전에는 

해외시장의 개방을 강조하는 법안이 보호주의적으로 초안이 만들어졌으나, ‘불공정

한’ 관행이라는 불공정성과 공정무역에 대한 강조가 레이건의 태도를 바꾸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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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Pressman 1986b, 1155). 또한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상대국의 

흑자를 매년 10%씩 절감하겠다는 게파트의 안건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대 흑자 국

가들과 무역협정을 바꾸는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게파트는 이 법안을 

통해 상대국의 무역 흑자를 감소시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쿼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2) 1988년 종합통상법 개정과정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압력이 증대되면서 의회는 이 문제를 그

냥 지나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87년 비슷한 시기에 상원과 

하원에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301조를 강화하기 위한 서로 다른 법안을 입안

하게 되었다. 하나는 하원에서 제출한 ‘게파트 법안(Gephardt Amendment)’(section

126)이고, 다른 하나는 상원에서 제출한 법안(S. 490)이다.

게파트 법안(H. R. 3)은 1987년 4월 29일 민주당 하원의원 게파트가 미국의 무

역적자가 GDP의 1.5% 이상 혹은 양자 무역규모가 총 70억 달러 이상일 경우, 혹은 

비석유제품의 이익이 30억 달러 이상, 비석유제품 수출이 수입의 1.75배 이상일 경우 

등 ‘지나친 흑자(excessive surplus)’를 내는 경우에 대해 연간 무역 흑자를 10% 줄이

도록 강제하는 보복 조치를 마련한 것이었다(Sek 1988, 1-2).

게파트 법안의 특징은 미국무역대표부의 권한이 강하다는 것이다. ‘지나친 흑자’

를 내는 기준에 대해서도 무역대표부가 결정을 하고, 그 불공정 관행이 발생시키는 

‘상업적 가치’ 역시 평가한다. 그 후 6개월 동안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기 위

해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무역대표부가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보복조치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에 대해 연간 무역 흑

자를 10퍼센트 줄이도록 강제하고, 이에 저항할 때 관세와 쿼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Sek 1988, 5-6).

이러한 공격적인 조치에 따라 이 법안은 보호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

되어 노동세력인 미국 노동총동맹 산업별 조합회의(AFL-CIO)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

았다. 따라서 민주당은 256명 의원 중에 201명이 찬성했는데, 보호주의적 성격 때문

에 반대를 하려고 해도 노동세력에 맞서기가 두려워 이탈표가 많지 않았다. 한편 공

화당은 의원 176명 중 159명이 반대했는데, 이는 행정부로부터 압력이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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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Baik 1995, 146-147)23).

많은 사람들이 게파트 법안의 보호주의적 성격에 대해 경고했으며, 초국적 기업

들은 무역 전쟁의 위험이 있다며 법안에 격렬히 반대했다. 게파트 법안의 통과 이후 

이에 반대하는 산업체들이 결집되면서 슈퍼 301조를 제정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반

면 상원의 법안(S. 490 혹은 슈퍼 301조24))은 1987년 7월 10일 상원의원 로버트 비어

드(Robert Byrd)와 상원의원 밥 돌(Bob Dole), 그리고 공동후원자들과 함께 ‘세계시

장개방안(world markets opening initiative)’ 혹은 ‘不게파트 법안(not a Gephardt

amendment)’ 혹은 ‘게파트의 대안(alternative to Gephardt)’이라고 불리는 상원 법안

(S. 490)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게파트 법안과 달리 미국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수입 장벽과 

시장왜곡 관행을 표적으로 한다. 먼저 슈퍼 30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무역대표부가 

판단하는 선별기준은 304조이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지속적으로 수입장벽과 시장왜곡

관행을 지속하는 국가들을 구분해내고, 이 관행으로 발생하는 미국 수출의 손실과 

이 관행이 제거된 이후에 얻게 될 미국 수출 증대를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무역대표

부가 ‘해외의 지속적인 수입 장벽과 시장왜곡 관행’을 규정하면 21일 이내에 분과위

원회가 위원회에 보고하고 미국무역대표부는 301조에 의거해 조사를 하는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조사를 통해 시장왜곡 관행이 철폐된 이후에 보완될 수 있는 미국의 

수출 규모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며, 그 이후에 대통령에게 행동을 취

할 것을 추천할 수 있다. 이 안건의 특징은 무역대표부보다는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

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이 안은 상원에서 그날 87대 7로 통과되

었으며, 1987년 7월 21일 상원에서 71대 27로 승인되었다(Sek 1988, 3-4).

1998년 8월 23일 미국 의회는 법안 4848호인 ‘종합 통상 및 경쟁력 법안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외국시장을 강

제로 개방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높은 보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되었

고,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의 수출 지향적 성향을 직접 지원했다. 통상법 개정이 

실질적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무역대표부로 이관한 것이고, 이는 뉴멕시코 주 

하원의원 빌 리처드슨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를 주도적 통상 담당 기관으로 격상

23) 1988년 통상법 개정 과정, 슈퍼 301조가 채택되는 ‘정치’의 과정을 분석한 글은 Chang Jae 

Baik, 1995를 참고.

24) CRS 보고서에서는 상원에서 제출한 S. 490 법안을 슈퍼 301조로 명하고 있다(CRS Repor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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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외교정책이나 국방과 같은 통상 이외의 요소들을 고려해 무역 보복 조치가 보

류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Richardson; Bello and Holmer 1983, 각주 10에서 재인용)

이다. 1988년 개정법은 “외국 정부의 관행이 불공정한지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치를 취할지 말지를 결정할 301조에 따른 권한”을 미국무역대표부에 이관한 것이

었다. 이 법안은 1984년에 개정법에 포함되어 있던 지적재산권을 더욱 강화했다. 미

국무역대표부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을 매년 지정하고, 지정 후 30일 

이내에 자체 조사를 해야만 한다. 또한 미국무역대표부는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

에 대응책을 정해야 하며, 보복 조치를 취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보복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301조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대한 요건과 시한을 이처럼 엄격하게 변경한 이유는 미국의 입장을 더 강경

하게 만들려는 영리 부문의 요구를 반영했기 때문이다(Sell 2003, 148).

3. 지적재산권 규범의 확산

앞서 살핀 것처럼 지적재산권 보호를 옹호하는 초국적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연

맹과 지적재산권위원회를 조직하고, 미국 의회와 행정 관료에 전 방위적인 로비를 

벌였으며, 이익집단과의 갈등 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설득하기 위해 ‘경쟁력’과 ‘공정

무역’이라는 담론을 형성하여 정당성을 확보해나갔다. 이를 통해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국가이익으로 재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정비는 물론 국제무역에

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해나갈 301조를 포함한 통상법을 개정하였다. 지적재산권을 국

제적인 규범으로 확산하기 위해 초국적 기업은 양자협정과 다자협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첨단기술산업은 양자협정을 선호하였고, 초국적 기업들은 

다자적 틀을 선호하였다(Baik 1995, 120).

이들은 양자협정에서 지적재산권 규범을 수용하지 않으면 슈퍼 301조에 따라 

보복조치를 시행한다는 강압적인 설득을 진행하였다. 한편 초국적 기업은 유럽연합

과 일본의 기업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을 이익으로 하는 연합을 형성하였다.

이 연합을 중심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자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이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해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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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확대된다는 이익에 기반 한 설득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미국 및 강

대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강압적 설득은 물론 경제적 

유인에 기반 한 설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정치적 연합이 확장되었다.

TRIS협정이 체결되기 전 협상의 과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익을 중심으로 연합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게다가 미국이 내세운 지적재산권 규범을 이해하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없었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렇기 때문에 초국적 기업과 미국이 내세우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연구․개발에 드

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적 노동을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당화에 대항하

는 대안이 부재했다. 즉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자들이 

목표로 하는 이익과 그들이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일치하고 그 정당성에 

저항할 대항 규범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익을 중심으로 연합이 확장되었고, 결국 

TRIPS협정이 체결되었다.

3. 1. 양자협정을 통한 압박

1) 교육을 통한 설득

이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규범이 창출된 이후에 확산되는 기제 중에 하나는 교

육이다. 지적재산권 규범을 국제무역체제에 확산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이 중요한 방

법으로 등장했다.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대상

으로 한 지적재산권의 핵심인 특허와 상표에 대한 교육을 맡은 것은 미국의 특허상

표국(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었다.

모싱호프에 따르면 미국의 특허상표국은 개발도상국에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1983년 10월 WIPO 총회에서 미국 대사는 개도국에게 지

적재산권 교육 기회와 지원을 위해 10만 달러의 자금을 전달했으며, 1983년 5월에는 

불어사용권 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IPO)과 만나 특허와 상표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협력에 합의했다. 아

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는 특허상표국의 특허 아카데미에 참석하여 미국의 자동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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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과정을 익혔다. 이는 특허상표국이 다른 나라에게 특허와 상표권에 대해 전

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지적재산권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평가된다

(Mossinghoff 1984, 247).

또 다른 지역으로는 특허상표국이 중국에서 12명의 중국 특허와 상표 관료를 

만나 훈련을 시키고 특허와 상표법에 대한 강의를 제공했다. 특허상표국의 서류관리

자는 중국의 베이징과 6개의 다른 중국 도시에 특허서류센터의 설립을 돕고, 또 브

라질과 인도의 특허청에 효과적인 서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한국에도 전문가를 보내 특허와 상표체제의 자동화를 위한 지

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국무부와 무역대표부, 국제무역청이 함께 지원한 

사업이었다.

2) 301조 통한 압박

미국의 정보산업계가 개발도상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택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GATT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의 외교협상을 통한 지적재

산권의 세계적인 강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양자 간의 협상전략이었다. 1982년 지

적재산의 비율이 전체 자산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많은 기업들이 양자협상을 요

청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헝가리,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 타이완과 특허법, 상표

법, 저작권법에 대한 일련의 양자협상에 착수했다. 이 협상은 미국의 새로운 정책 전

개에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헝가리와 타이완, 싱가포르가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

호를 약속하자 미국 정부는 양자협상을 통한 압력이 효과적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미국무역대표부의 부수석자문관인 앨리스 잘릭(Allice Zalik)은 외국 정부와 양

자협상을 하는데 있어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료들보다 통상 관료들이 더 효율적이라

고 평가했다. 외국의 정책을 바꾸는데 통상 관료들의 수완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Zalik 1986, 200). 따라서 초기의 양자협상을 통해 미국계 첨단 기술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하면 소득이 많아진다는 점을 확신했다(Enyart 1990, 54).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반특혜관세제도와 연계해서 양자

협정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1985-86년 사이에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구를 무역과 연계시켜 양자협정에서 압박 한 것이 중요한 성공사

례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 회장 모싱호프는 “한국의 사례는 지적재산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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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이란 수단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

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상당히 진전된 성과”라고 평했다(Mossinghoff

1991, 76).

1985년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미국의 지적재산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를 301조

를 통해 문제 삼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양자협상을 시작했다. 그 결과 

1986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 보호와 집행 절

차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한다. 같은 해 미국영화산업협회 역시 한국을 상대로 301조 

청원을 했다. 양자협정에서 미국 정부와 초국적 기업은 어떻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압박하고 사회화했는지 1980년대 후반 한국과 미국과의 양자 협정 사례를 잠시 살펴

보도록 한다.

미국 정부가 1985년 10월 한국 정부에 301조를 발동하면서 요구한 개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저작권법은 외국 저작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수 있

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제 저작권 협정인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에 가입한다. 둘째, 한국의 특허법은 화학제품과 의약품에 대

한 제조특허 뿐만 아니라 물질특허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특허 기간은 특허 

적용 날짜부터 12년에서 17년으로 연장한다.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특허법이 발효되

면 10년 이내에 미국에서 허용된 제품특허를 소급적용하여 보호한다. 셋째, 한국의 

상표권은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외국 특허 상표도 보호한다(정태웅 1999, 298).

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해 지적재산권 관련 이익집단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저작

권 개혁에 대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출판업계는 외국 저작권 보호 

강화는 국내 출판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이 강화될 경우 한국 출판업계가 미국에 저작권 비용으로 지불할 

금액은 연간 4백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또한 미국 저작물에 대한 보호 강화로  로얄

티 지불에 따라 서적 가격을 25-30%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비자인 학생층

과 대학 교수들은 해외로부터 정보 유입의 단절로 인한 문화발전 및 교육발전의 침

체를 염려하여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잡지협회 등 출

판관련 9개 단체는 86년 1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외국인 저작권에 대한 범출판계 

결의대회’를 갖고 미국의 소급보호 요청을 강력히 비난했다. 5월 23일 사회과학 관련 

출판인들의 모임인 대한출판문화협의회 주최로 미국의 요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

고, 이들은 다시 5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한 야이터(Clay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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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tter) 미국 USTR 대표에게 공개장을 보내기도 하였다(정진영 1997, 84)

특허법 개혁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아직 유치단계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특허법 개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제약업계, 농약업계 및 

정밀화학업계는 1985년 9월 물질특허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물질특허 도입의 시기 

상조론을 주장, 물질특허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전경련, 대한상의, 물질특허 

민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산업계 공동의견’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물질특허 등 지

적재산권 도입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홍권희 

1986, 9)

지적재산권 개혁정책은 정부 내 집행기관에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당시 정책을 

시행하는 부처는 당시 상공부, 문화공보부 그리고 과학기술처이다. 상공부는 특허권

과 상표권을 관장하는 특허청을 산하에 두고 해외 기술 및 자금의 도입 측면에서 특

허권 보호 강화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개정 특허법의 소급적용은 로열티 지불의 형

태로 인한 외화유출의 위험 때문에 강력히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미국 정부의 개혁 압력에 직면한 정책결정자들은 수출 지향적 성장정책을 유지

하기 위한 미국 시장의 보존과 해외기술을 무상으로 이용한 기술개발 정책이란 상치

된 목표로 딜레마에 빠졌다. 이에 정책결정자들은 서면상 미국의 지적재산권 개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미국 시장으로 수출을 증대하고 해외 기술과 자본의 국내 유입

을 유도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당시 협상의 주체였던 청와대와 경제기획원은 지적재

산권 문제를 너무 자의적이며 강탈적으로 해석하여 한국이 ‘불법 복제 왕국’으로 간

주되는 것에 주의하였다(Gadbaw 1988, 298)

이렇게 한국이 국내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자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아들인 것은 미국의 강압적인 설득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비싼 수업료를 들이더라도 지적재산권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미래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서 1985년 한미 양자협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발렌티의 말을 들어보며, 미국의 영리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적재

산권에 관해 얼마나 많은 설명과 설득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발렌티의 말을 옮기면,

“한국은 15억 달러에 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을 상대로 301조 조사를 하는 길고 험난한 협의를 다 마

친 후에야 한국 협상단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다.”(Valenti 1986,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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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에도 1987년 미국제약협회는 브라질을 상대로 의약품 특허 보호가 미흡

하다며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 이 사건은  301조에 따른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진 

첫 사건이다. 미국의 조사 개시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정책 변경을 거부하자, 미국

은 브라질산 수입 의약품에 대해 3,900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매겼다. 브라질은 보복

관세를 매긴 미국을 상대로 GATT에 분쟁을 제기했으나, “브라질이 의약품 특허 보

호를 약속하고 미국이 보복관세를 철회하면서 제소를 취하했다(Mossinghoff 1991,

77).”

또한 미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1984년 통상법을 적용하여 의약품에 관한 지적재

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을 거부했다. 이는 1984년 

통상법 개정 이후 지적재산권과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연계해 혜택을 거부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Sell 2003, 145). 멕시코 정부는 오랫동안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 공급을 

공익의 문제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물질특허로 

보호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이 거부되어 5억 달러의 손해

를 감수해야 했다(Mossinghoff 1991, 76).

이와 같이 미국의 제약협회와 영화협회 등이 주축이 된 지적재산권위원회는 1

단계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하고, 그것을 통해 한국을 포함하는 개발도상국과 외국이 지적

재산권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설득했다. 이러한 설득과 

로비를 통해 결국 1984년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통상법을 개정하고, 여기에

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치’를 연계함으로써 강력한 설득 무기를 획득한 것이다. 양자협정을 통해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압박을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확산해갔다.

양자협정에서 301조를 통한 압박과 강제는 효과가 있었다. 모토롤라의 이사장인 

로버트 갈빈(Robert W. Galvin)은 공화당 의원 빌 프렌젤(Bill Frenzel)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301조를 개정하는 조치는 다른 무역 상대국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공정성

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실행 가능한 

제재를 포함하는 무역법안의 위협이 일본으로 하여금 통신장비와 반도체에 대한 

MOSS25) 합의를 위한 협상 탁자에 나오도록 강제했다(Hearing on HR 3; Baik 1995,

25)MOSS는 "Market Oriented, Sector-Selective"의 약자로 1985년 레이건 대통령과 나카소네 수

상이 일본의 규제와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것을 합의한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Steve Pressman 

1986, 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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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각주 57)”고 보았다. 따라서 실행 가능한 제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시

장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3. 2. 다자협정을 통한 설득

제임스 로빈슨(James D. Robinson)에 따르면 “전체 무역양이 증가한다면 우리

는 반드시 다자적 틀을 보유해야 한다. GATT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틀을 제

공하고 있다. GATT가 없는 세계는 신호등이 없는 뉴욕시와 같을 것이다(US

Congress, 1987)”라고 말한 ‘미국 무역을 위한 비상위원회(Emergency Committee for

America's Trade; ECAT)’는 행정부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증진

할 수 있는 규칙을 발전시킬 것을 설득했다.

화이저의 회장이자 ECAT의 의장인 에드먼드 프래트는 미국 해외무역적자는 미

국의 해외무역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달러 강세와 재정적자가 잘못된 탓으로 보았다.

이들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무역적자 전체의 10%에 달할 것으로 보

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필요한 조치는 일단 재정적자의 해소와 달러가치의 하락이

며, 무역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보호주의가 아니라 자유무역레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장과 산업을 늘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US Congress 1987, 110-119)26). 특히 지적

재산권 보호는 다른 산업과 기업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사활적인 주제였다(Baik 1995, 119).

첨단산업계는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심각한 경쟁에 직면하기 시작했고, 해외 정

부가 시장에 개입해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시장 확장 노력을 빼

앗고 있다고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들도 미국 정부를 향해 첨단기술산업이 미국의 

국내경제의 안녕과 국가안보에 핵심적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해외에도 똑같이 개입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다자협상이었다. 이들에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새로운 

시장을 넓히고 시장 조건을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했다.

1) 지적재산권연맹: 선도자

26) 밀너는 양자협정을 통한 압력이 시장 확대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양

자 접근 하의 시장 개방은 미국의 특정 산업의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역 전쟁

을 이끌 수도 있다고 보았다(Milner & Yoffi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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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개시를 논의할 푼타 델 에스테 회의 6개월 전인 

1986년 3월, 미국계 초국적 기업의 대표 12명이 지적재산권위원회를 만들었다. 골린

과 같은 기업가들은 분산되어 있는 행위자들을 단일 행동 대오로 단결시킬 모델을 

제시했다. 골린은 1985년 문서27)를 통해 협상의 의제를 설정했고, 지적재산권을 통상 

문제로 재구성했으며, 이해관계를 통합했다(Sell 2003, 90). 화이자의 부수석자문이자 

지적재산권위원회의 창립 회원인 루 클레멘테(Lou Clemente)는 “지적재산권위원회

의 가장 주요한 의의는 전자 분야나 전통적인 저작권산업, 화학산업과 같이 서로 흩

어져 있던 동료들을 끌어 모으고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일된 방향을 제

시한 점”으로 평가한다(Walker and Bloomfield 1988, 134).

1986년 3월에 설립된 지적재산권위원회는 다가오는 9월의 푼타 델 에스테 회의

까지 남은 6개월 기간 동안 유럽과 일본의 산업계와 접촉했다. 1986년 6월 지적재산

권위원회는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 독일경제인총연합회

(BDI: 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프랑스경영자협회(French Patronat)

를 만났고, 이들을 통해 유럽경영자연합(UNICE: Union of Industrial and

Employers' Confederations of Europe)28)과 접촉했다. 유럽경영자연합은 유럽 제도 

아래에서 유럽의 경제인과 산업계를 공식 대표하는 기구로 24개국 33개의 연맹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해 7월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일본으로 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를 만났다. 이 만

남에서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지적재산권 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역설했다. (Sell 2003, 91)29). 그러나 처음에 유럽경영자연합과 일본경제단체연

합회의 반응은 미온적이었고, 지적재산권위원회 활동에 동참하기를 꺼려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가트의 일부로 삼기에는 너무 새로운 주제이며 우루과이 라운드에 어

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Edmund Pratt, Ostry 1990, 23; Sell 2003, 165 재인용).

이 회의에서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정부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개발도상국의 특수 이해

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어 지적재산권 문제를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1국 1표 

27) “A trade based approach for the international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 

software,” unpublished book. 수전 셀이 골린과의 면담을 했던 것에 기초한 책의 내용을 참고.

28) 유럽경영자연합은 2007년 1월 23일, ‘비즈니스 유럽’(Business Europe)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http://www.businesseurope.eu(검색일 2013. 8. 24.)

29) 이는 셀이 1996년 1월 22일 워싱턴에서 골린과 한 면담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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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기 때문에 대다수 개도국의 이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본질적으로 무역과 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GATT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Sell 2003, 166).

이들은 산업계가 최선의 행동 지침을 결정하고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유럽과 일본의 동료들에게 공통으로 겪

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강조함으로써 무역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의 장점을 확신시켰

다.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유럽과 일본의 동료들과 산업계의 합의를 끌어냈고 이들로

부터 동참 약속을 받았다. 이들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자국 

정부에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적재산권위원회, 유럽경영자연합,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가트의 지적재산권조

약을 총의(Consensus)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산업계 대표들은 1986년 10

월과 11월에 모여 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국 정부와 가트 사무국에 제출했다.

합의문서 작성에 참가한 자들은 “모든 형태의 지적재산권과 모든 관련 산업계를 성

실하게 대표했다.”(Enyart 1990, 55). 1988년 6월 이 ‘삼두 그룹’은 ‘지적재산권에 관

한 가트 조항의 기본 골격(Basic Framework of GATT Provi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문서를 발표했다(IPC, Keidanren and UNICE 1988). 최종 TRIPS협정의 기

초가 된 이 문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최소 기준과 집행 및 분쟁 해결 조항을 다룬 

골린의 1985년 문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2 ) 다자협상의 추진 배경

미국 내에서 추진되던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가 국제기구인 GATT의 안건이 되

고, 이것이 이후에 세계무역기구에 연계된 협정으로 채택되는 과정에는 미국계 초국

적 기업의 대표가 중심이 된 지적재산권위원회와 다른 선진국 산업연합의 결합이 존

재했다. 즉 1984년 미국의 지적재산권 추진위원회였던 지적재산권위원회와 유럽, 일

본의 산업협회와의 연합을 통해 탄생한 국제지적재산권연맹이 그것이다.

지적재산권위원회는 1986년 9월에 열릴 예정인 GATT의 다자간 무역 협정과 관

련한 특별 회의에서 지적재산권을 의제로 포함시키기 위해 유럽 및 일본의 사전 합

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국면에 있었다. 1986년 6월 지적재산권 위원회는 영국산업연

맹, 독일경제인총연합회, 프랑스경영자협회를 만났고, 이들을 통해 유럽경영자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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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다. 7월에는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를 만나 지적재산권을 GATT의 의제로 삼을 

것을 설득했다. 이들은 당시 지적재산권 조약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개도국의 이익에 지나치게 매

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담당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또한 지적재산권

은 본질적으로 무역과 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GATT가 관장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적질(piracy)’이 얼마나 심각

한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으며, 지적 재산의 무단 이용이 선진국의 향후 번

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침내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유럽과 일

본의 산업계 동료들의 합의와 동참을 이끌어냈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개시에 맞

추어 자국 정부를 설득하기로 약속했다. 프래트는 미국과 유럽, 일본 기업 공동체의 

이론 공동 행동은 국제 기업 공동체의 무역 협상 참여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Drahos, 1995: 13).

다자무역 협상이 추진된 배경에는 무역자유화 의지도 있지만, 그보다 세계무역

에 대한 규칙을 정립함으로써 규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1948년 발족 이

후 1970년까지 7차례의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60년대에 개최되었던 제6차 케네디라운드 협상까지는 선진국들 간 

관세 인하 중심의 협상이 진행되었고, 1973년부터 1979년까지 개최되었던 제7차 도

쿄라운드 협상에서는 관세 인하와 함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해 반덤핑, 보조금상

계관세, 기술 장벽 등 9개 분야에 걸쳐 다자간협정(MTN Code)을 체결하였다.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가 통상 문제의 일환으로 GATT에서 처음으로 검토된 것도 바로 

이 도쿄라운드에서였다. 도쿄라운드에서는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에 대한 무역

규제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결론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 유럽의 높은 실업률, 외

채부담과 높은 인플레로 인한 개도국 경제의 침체, 미국의 거대한 재정적자 및 경상

수지적자 등으로 세계경제는 불균형 국면으로 빠지게 되어 GATT 체제는 새로운 도

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해 각국은 경기침체와 무역불균형을 빌

미로 경쟁적으로 보호무역 장벽을 쌓아 올려 자유무역체제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

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접국들 간에 배타적인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대응하려는 지역

주의 경향이 확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역대상도 과거 공산품 위주에서 금융․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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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서비스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으로 다양화됨으로써 이에 대한 새로운 무역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 협상에 대한 논의가 1982년 11월 제네바에

서 열린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GATT 회원국들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 모여 기존 GATT체제를 새로운 상황변화에 맞도록 전

면 개편하는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개시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미국

은 저하되고 있던 자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던 지적재산권을 GATT체제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일본과 EC는 이

러한 미국의 주장을 지지하였고, 결국 지적재산권 문제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항

목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3)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논의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협상은 세계경제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규제

를 강화하려는 선진국과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는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의 대립으로 

협상기간이 오래 걸렸다. 협상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1986년 9월 푼타 델 에스테에

서 개시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1988년 12월에 몬트리올 중간평가, 1990년 12월,

당초 협상 타결시한으로 제시되었던 브뤼셀 각료회의를 거쳐, 1991년 12월 던켈 초

안 제출 이후 협상에 물꼬를 틔웠다. 이후 1992년 11월 농산물 개방을 둘러싸고 오

랜 갈등관계였던 미국과 유럽공동체 사이에 농산물 개방을 합의하는 블레어 하우스 

합의가 체결됨으로써 급물살을 탔다. 1993년 7월 도쿄 4자회의 및 G-7 정상회담을 

거쳐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1994년 4월 마라

케쉬 각료회의에서 주요문서에 서명함으로써 WTO체제 출범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졌다.

1987년 1월 28일 GATT 우루과이 라운드를 위한 협상 계획(The Negotiating

Plan for the GATT Uruguay Round)에 TRIPS의 작업 프로그램이 포함되는데 동의

가 이루어졌다. ‘위조 상품을 포함한 무역과 연관된 측면의 지적재산권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라는 이름 하에 ‘상품에 관한 협상집단(Group of Negotia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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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하에 설립된 14개의 협상집단 내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

다. ‘위조 상품을 포함한 무역과 연관된 측면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상 그룹

(Negotiating Group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의 의장은 스웨덴의 대사 라르스 아넬(Lars Anell)이었

고, 1987년에 5번의 모임을 갖고 우루과이 라운드가 결론에 이를 때까지 총 28번의 

모임을 가졌다(Stewart 1993, 2266; Gervais 1998, 12). 공식적인 우루과이 라운드 협

상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반영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미국이 소개한 양자 

무역 법안에 대항하는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협상 기간 동안 무역과 지적재산

권을 GATT와 양자협상의 맥락에서 연계하려는 기업 행위자의 노력은 지속되었고,

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과 초안 작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Matthews

2002, 29).

협상의 첫 번째 국면은 각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

나,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과정이었다. 1987년 10월 19일 미국의 제네바 

대사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미국 입장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미국의 제안서는 

부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해 양허

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허, 무역비밀, 산업 디자인, 통합된 회로 디자

인, 저작권과 상표권을 국제협약에 기반해 적절한 국내법으로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

유럽공동체가 제출한 제안서는 TRIPS협정이 GATT의 기본 원칙인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비차별, 상호 투명성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유

럽의 와인 생산자의 압력 하에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표시도 이후에 지적재산권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일본은 미국과 거의 유사한 제안을 하였으나 특히 국

내 컴퓨터 칩 산업에 대한 염려로 반도체 배치 디자인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스위스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행을 증진시키기 위해 TRIPS협정의 틀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처음 3년간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불일치가 지속되었다.

개도국들은 여전히 GATT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절한 방식인지에 의문을 제기

했다. 인도와 브라질이 이끄는 개도국들은 여전히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적절한 포럼

이 GATT가 아니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라고 주장하며, 지나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기술 이전을 지연시키고 의약품과 화학비료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의 확대를 거부했다. TRIPS협정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결국 국가적 

개발 목적에 대한 주권의 인도(surrender of sovereignty)이고 기술에 대한 접근을 



- 101 -

부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다(Evans 1994, 166).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의약품과 화학비료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막는데 이해를 가지는 시민사회 집단과 제

조업자가 TRIPS협정의 계획과 적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다수 특허를 가

진 제조업자들은 특허의 보호가 연구 개발 투자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

했다.

지적재산권을 반대하는 개도국에게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다자협상보다는 

미국 통상법 301조의 제재가 더 위협적이었다. 1991년 4월 미국은 제약품에 대한 부

적절한 특허 보호와 미국이 저작권을 갖는 도서, 음반, 테이프와 비디오에 대한 저작

권 침해 때문에 인도, 중국, 태국에 대해 스페셜 301조를 적용하여 우선감시대상국으

로 선정하였다. 이후 중국과 태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입법을 개혁하기로 하고 

1991년 12월 1992년 1월에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인

도에 대해서는 1992년 일반특혜관세제도가 폐지되었고 추가적으로 25개의 국가에 대

한 우선감시대상국 선정이 이루어졌다. 301조의 사용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지 수

준을 높였지만 입법 변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도와 브라질은 미국에 의

한 제재에 압박 받기보다는 국내 지적재산권법 개정에 대한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인도와 브라질은 국내의 지적재산권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었는

데, 1992년 미국무역통상부가 한국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하게 스페셜 301조를 적용하

고 나서 입장을 바꾸었다.

TRIPS협정을 위한 협상에서 스페셜 301조가 미국의 추가적인 무기임을 명시적

으로 밝힌 것은 1988년 의회 내 입법 관련 하원의 회의의 보고서(House of

Representatives Conference Report on legislation in Congress)에 드러난다.

“시장 접근과 관련한 규정의 목적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의존하는 미국 사람

들을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기회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루과이 라

운드의 무역 협정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목적에 대한 보완

으로 이 회의는 대통령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모든 무역 상대국과 

함께 국제무역에서 제공되는 시장접근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US Congress, 1988).”

이러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 입법을 이행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즉 미국은 개도국들과 양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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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참여하는 대가로 미국 시장에 접근을 

허용하는 관세면제를 제공했다. 이렇게 양자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 접근을 허락받

은 개도국은 이후 GATT의 다자포럼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개도

국의 입장에서 이를 허용한 것은 지적재산권을 공통의 유산,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국내 주권의 원칙을 양보하는 대신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미국이 양자 무역을 통해 

공격적으로 진행하던 스페셜 301조에 의한 무역제재의 위협으로부터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Ryan 1998, 13). 매튜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거친 

사내(tough guy)’ 접근이라고 명했다(Matthews 2002, 33). 이와 같이 양자 무역에서  

스페셜 301조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은 지적재산권에 저항하던 개도국들의 입장

을 변화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TRIPS 협상팀은 1989년 7월 GATT의 기본 원칙을 지적재산권에 적용 가능한지

와 지적재산권 사용의 범위와 유용성에 관한 적절한 기준으로써 규정을 논하기 위해 

두 번 모였다. 이 모임을 통해 크게 두 개의 협상 입장이 나뉘었다. 첫째 스위스, 스

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와 호주는 GATT가 기존의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에 기반한 

WIPO가 관리하는 협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

법의 적용에 있어 덜 부담스러운 의무와 국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

했다. 특히 인도는 개발도상국에 더 호의적인 대우를 강조했었다(Stewart 1993,

2271). 그러나 1989년 9월 12일,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스페셜 301조를 통한 양자 무

역제재 압력을 받은 이후 인도는 처음으로 WIPO가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해 GATT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GATT 내에서 지적재산권 실행의 원칙을 받아들

인다고 발표했다(Evans 1994, 168-70).

1990년 초에는 유럽공동체, 일본, 스위스, 미국과 개발도상국30)이 다섯 번의 추

가적인 협상안을 제출했지만, 1990년 3월에 유럽공동체가 최초로 성문으로 작성한 

TRIPS협정의 초안(‘Draft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제출했다. 이후 미국은 1990년 5월 11일 유럽공동체 제안서의 

주요 부분을 다시 분리된 안으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합의로 기존에 

전 세계적 기업 행위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정책결

정자들 간에 다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제안서에는 약간의 차

이가 있었다. 미국이 특허 대상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에 반해, 유럽은 개발도

30) 이때 개발도상국 집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쿠바, 이집트, 인도, 나이지

리아, 페루, 탄자니아, 우루과이, 파키스탄, 짐바브웨로 구성되었다. (GATT Doc. No. M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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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들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여 공공정책과 건강, 동․식물종의 다양성 혹은 생물학

적 과정에 관한 발명 특허는 배제하는 방향의 보다 온정적인 안을 제출했다(Stewart

1993, 2273). 이러한 유럽과 미국의 제안서는 이후 5월 14일에 14개의 개발도상국

들31)의 제안서가 제출되면서 계승되었다. 이후 스위스, 일본, 호주의 제안서가 제출

되면서 TRIPS의 기안 제출 과정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1990년 말까지는 별다른 진전 없이 회원국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다.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특허에 대한 ‘등록 우선(first-to-file)’ 대 '발

명 우선(first-to-invent)'을 놓고 차이가 존재했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는 강제 집

행과 동식물 다양성에 대한 특허 자격, 그리고 GATT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것인

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벌어졌다. 따라서 1990년 말까지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상에

서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회원국들이 각기 비밀스럽게 만나 서로의 안을 가지고 협

상하는 전통적인 ‘녹색방(Green Room)’ 행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1991년 2월 TRIPS

실무그룹 회장이 새로운 안건을 제시하면서 진전이  시작되었다. 또 다른 절차적 혁

신은 1991년의 마지막 날,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장 활동적이고 지적재산권에 기술이 

밝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10+10’ 집단의 활동이 개시된 것이다. 이 ‘10+10’ 모임은 

이슈에 따라 그 수가 변화했지만, 꾸준히 참석한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 유럽공동체,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북유럽 국가,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스위스와 태국이었

다.

그러나 1991년 6월 27-8일까지 비밀 만남을 막기 위해 매달 공식적인 회의가 열

렸지만 브뤼셀 장관 회의 이후 만남이 깨졌다. 이 휴지기간을 통해 모든 회원들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후 4개 국가(미국, 유럽공동체, 일본, 캐나다)는 

서로의 입장차를 줄이고 공통의 관점을 갖기 위해 협상 관점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성격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예르사(Yerxa)와 마이

클 킬크(Michael Kirk) 미국 대사와 피터 칼(Peter Carl) 유럽공동체 대사, 아드리안 

오텐(Adrian Otten) GATT 비서는 그 안건의 세부사항에 대해 토론을 거쳤다. 그 과

정에서 기업 행위자의 역할이 컸는데, 지적재산권위원회의 재키 골린은 미국의 협상 

팀에 가까웠고, 유니레버(Unilever)의 특허 국장인 랄프 왈터(Ralf Walter)는 유럽공

동체의 위임을 받아 유럽 산업의 관점에서 유럽의 이익을 동원했다(Matthews 2002,

39).

31)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쿠바, 이집트, 인도, 나이지리아, 페루, 탄자니아, 우루

과이(GATT Doc. No. MTN.GNC/NG22/W/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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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20일, GATT 의장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종결을 위해 마지막 안건

(Draft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소위 'Dunkel Draft', 던켈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선진국들 간

에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TRIPS협정은 모든 협상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 반영해서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던켈안에는 개도

국에게 협정의 발효 이후 5년이라는 '이행 기간(transitional periods)', 즉 유예기간을 

주었다. 그러나 미국 제약산업계는 이 이행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

고, 또 '파이프라인(pipeline)'에 대한 보호가 빠진 점을 이유로 이 안을 거절했다. '

파이프라인은 제약산업계에게는 특허법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화학

물질의 개발 이후에 이것이 의약품으로 생산될 때까지의 긴 시간 지체로 인해 미국

의 제약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사활적으로 중요한 항목이다. 또한 미국 모션 픽쳐스 

협회(MPAA)도 유럽공동체 내의 비디오 로열티가 미국 회사를 차별하기 때문에 

GATT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던켈안을 거절했다. 그러다 1992년 

미국과 유럽공동체 간 농업 보조금과 쿼터에 대한 갈등이 번지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전 과정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는 지적재산권 협정을 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잠재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서로 협정을 맺는데 합의할 수 있었다. 게다가 GATT는 지적재산권 보

호를 수용하는 대가로 개발도상국들에게 농업과 섬유 부문에 대한 쿼터를 승인했다

(Gorlin 1999, 5). TRIPS협정을 위한 최종안에서는 분쟁해결절차를 논의했다. 이는 

WIPO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쟁에 대한 해

결절차의 부재 때문으로 보고 WTO에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이처럼 우루과이 라운드의 형성 과정에는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제네바에 있는 관료들은 지적재산권위원회, 국제지적재

산권연맹, 그리고 전미제약협회(PhRMA)와 접촉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법적 전문성과 옹호 기술을 익혔다. 또한 이들은 미국통상대표부에 지적재산권 규정

이 없어서 발생하는 여러 통계수치와 자료들을 제공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공

동체와 일본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경영자 집단으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

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1988년 이들 세 행위자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GATT규정의 기본틀(Basic Framework of GATT Provi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책자를 통해 명백하게 기업의 관점을 반영하는 글을 각국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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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다. 당시 평론가들은 이 3자가 제시한 기본적 틀은 단지 전 지구적 지적재산

권 보호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평했다(Emmert 1990,

1321). 다국적 기업 CEO는 제네바에 여행 겸 왔다 갔다 하면서 GATT 비서와 각 회

원국의 대사들을 만나 그들의 입장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신흥 산업국들과의 새로운 연합을 형성해 이들이 TRIPS협정을 더욱 지

지하게 만들었다(Matthews 2002, 43).

4)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선호분포

선진국 연합세력은 우루과이 라운드 의제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추가하자고 주

장했고, 개발도상국들은 당연히 이를 반대하였다. 우선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호 정도’를 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였다. 둘째, 개발

도상국들은 GATT가 지적재산권 문제를 관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지적재

산권 문제는 WIPO가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한 고착상태는 1986년 7월,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으로 TRIPS의 

최종안이 채택될 때까지 7년 동안 계속되었다.

최종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원래의 주장으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선 이유는 첫

째, 국내 지적재산권의 강화 없이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

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진 개발도상국은 다소 비싼 사용

료를 지급하더라도 첨단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첨단기술의 이전이 전혀 없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앞서 양자협상 부분에서 언급

한 미국의 무역압력이다. 미국은 ‘301조 무역정책과 제재’를 통해 지적재산권 강화를 

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해야 했다. 차라리 

GATT체제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의제에 지적재산권 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찬

성하게 되었다(Preeg 1995, 66)

미국과 유럽이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을 협상하는 유리한 공간으로 GATT/WTO

의 제도적 특성을 이용했다. GATT와 WTO의 특징은 첫째, 협상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가장 큰 자신들의 국내시장을 개방한다는 조

건으로 무역 거래를 형성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GATT/WTO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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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원칙에 입각해 있는데, 약소국의 선호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이 좋아하는 제안

은 거절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제안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합의는 GATT/WTO에서 동등한 주권국 사이에 만장일치의 산물로써 

마지막 조약을 제정함으로써 현실 권력 동학을 보여준다.

둘째, 지적재산권을 GATT/WTO 내의 다른 이슈영역과 연계하는 능력은 광범

위하게 분산된 영역을 가진 국가들 간 합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외국의 권리를 보호

하는데 약한 법을 포함한 국가가 어떻게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기준에 동의할 수 있

느냐는 ‘일괄타결(package deal)’이라고 하는 매력에 따른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WTO 내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데 동의한 이유는 그로 인해 자신들의 농산품과 

섬유, 그 외의 상품들을 선진국 시장에 접근시킬 수 있다는 교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셋째,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이전에 감시국가가 WIPO에 기반한 협약을 준수

하는지를 감시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Helfer 2004, 21-22).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은 선진국이 지적재산권 법제화를 매력적으로 생각한 이

유를 설명해준다. 이는 왜 미국이 자신의 권위를 정부 간 기구에 이양했는지를 설명

하지 않지만, 이는 미국의 이익에 기반한 것이다.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등을 관할하던 WIPO는 당시 지적재산

권의 국제적 보호를 담당하던 기구였지만, 미국의 정보 관련 거대기업들이 앞으로 

출현할 개발도상국에서의 정보 관련 시장을 장악하려는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기구였다. WIPO가 관할하던 특허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저

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하에서는 권리의 강제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는데, 협약을 개정하여 권리의 강제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했다(McManis 1996, 215;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8). 그런데 

WIPO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강제조치 마련에 찬성하지 

않았고, 미국 제약업계가 WIPO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특허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다(Ryan 1998, 104). 당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의약품을 포함한 생명공학 

관련 제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의

약품을 특허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파리협약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WIPO의 

의사결정은 ‘1회원국 1의결권’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수적 우세를 보인 개발도상

국에 유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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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재산권의 레짐화

4. 1. TRIPS협정 체결

1) TRIPS협정의 내용

TRIPS협정의 기본 원칙은 내국민대우(3조)와 최혜국대우(4조)의 원칙이다. 내국

민대우 원칙이란 지적재산권 보호를 타 회원국에게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

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및 집적회로 보

호에 관한 협약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 조항들은 인정되고 있다. 한편 최혜국

대우 원칙은 GATT체제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원칙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

존의 협약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지적재산권 보호체제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의 원칙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러나 WTO체제에서는 한 회원국이 타 회원국의 국민에게 허용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 등이 즉시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마

지막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권리가 체화된 특허나 상표 

등의 이용권을 양도한 후에는 다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

칙은 국내법의 경우 대부분 인정되고 있으나, 국제적인 권리소진의 인정은 병행수입

의 허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에서는 원칙으로 규정되지 않고 

다만 각 회원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대외경제연구원 1994, 366).

그리고 TRIPS협정이 유보(reservation)되는 상황도 정리되어 있다(72조). 국가안

보이익(national security interests)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관해 다른 회원국

들의 동의에 의해 일반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회원국이 국가안

보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핵분열물질 또

는 이로부터 추출되는 물질 및 무기, 탄약, 전쟁장비의 거래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

급을 위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상품 및 물질의 거래에 관해, 혹은 전

시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 시의 필수적인 국가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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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국제연합 헌장 하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TRIPS협정에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미공개정보로 규정된다.

저작권 보호는 표현(expression)에는 적용되지만 아이디어, 절차, 운영 방법이나 

수학적인 개념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9조 2항). 저작인접권은 실연가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방송사업자의 권리이다. 의장

(industrial designs)은 제품의 장식적 또는 심미적인 외관이다. 장식적 측면은 제품

의 형태, 모양이나 색채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적인 방법에 의해 재생산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장은 ‘산업적’이다. 상표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상인과 제조업자들이 경쟁자의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부호를 부착하면서 시작되었

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는 출처 표시(indications of source)와 원산

지 명칭(appellations of origin)을 통칭한다.

특허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질 및 제법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있다면 획득된다(27조 1항). 그러나 예외로 회원국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 혹은 환경에의 중대한 피해를 막고 공공질서(public order)나 

도덕성(morality)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 영토 내에서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동 발명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 이용이 국내법

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회원

국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법 및 외과적 방법, 미생물 이외

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이외의 식물 혹은 동물의 생

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법 등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27조 3

항). 그러나 회원국은 특허, 효과적인 독자적(sui generis)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해 식물 변종을 보호해야 한다(27조 3항).

특허는 발명의 장소, 기술 분야 및 제품이 수입되었는지 혹은 자체 제조되었는

지에 대한 차별 없이 허여되고 특허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품의 경우, 배타적 권리

는 제3자가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

를 포함하며, 제법의 경우 제3자가 제법을 이용하고 그러한 제법으로 직접 생산된 

제품을 이용, 판매 청약, 판매 혹은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27조 1

항). 특허는 양도, 이전 및 라이센싱이 가능하다(28조 2항). 특허출원에 있어서 발명

의 공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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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정되는 사용(보통 강제실시권이라 함) 및 정부에 의한 그

러한 사용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31조),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그러한 

사용은 많은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31조). 특허무효나 취소 결정의 경우 재심이 가

능하다(32조). 특허보호의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적어도 20년이다(33조). 어떤 제품이 

특허받은 제법에 따라 제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권리 침해자로 추정된 

자가 진다(34조).

TRIPS협정 27조상의 의무에 부합되는 의약 및 농화학제품에 대한 특허보호를 

허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동 회원국은 WTO협정의 발효일로부터 그러한 발명에 대

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배타적인 판매권

(marketing rights)은 판매승인을 얻은 후 5년 동안 혹은 제품특허가 회원국 내에서 

허여되거나 거절될 때까지 두 기간 중 보다 짧은 기간까지 허여되어야 한다. 다만 

WTO협정 발효 이후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출원된 제품이 다른 회원국에서 특허를 

허여받고 타 회원국 내에서 판매승인을 얻은 경우라야 한다(특허청 1998, 857-858).

2) TRIPS협정의 의미

우루과이 라운드의 의제는 국경선에서 도입하는 전통적인 무역 정책과 무역 효

과를 갖는 국내 정책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있다. 1947년 GATT 설립 이후 세계

상업무역(world merchandise trade)이 12배 늘어나고, 무역액은 570억 달러에서 1990

년 3조 5000억 달러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패권국으로써 수입을 지속한 것이 

세계경제회복의 원인이었음을 강조한다. 즉 세계경제의 회복은 보호무역에 의한 것

이 아니라 자유무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중에서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견을이 모아졌다. “경쟁력은 창의력과 혁

신에 의존한다. 특히 고기술산업에서는. 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 패캐지 협정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과 경제성장을 강화하고, 기술 전파를 강화한다

(Uruguay Round Press Feature 1991, 3).”

점차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혁신의 페이스(pace) 뿐만 

아니라 그 속도의 가속화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이전에 파리협약(특허권, 의

장권과 다른 산업권), 베른협약(저작권) 이후 WIPO에서 관리해 왔으나 모든 GATT

회원국이 위 협약에 서명한 것은 아니다. 특허기간과 정부 간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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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단에 대해 이견으로 서명하지 않은 국가도 있다.

또한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국제제도가 법제화(legalization)로 가는 한 과정이다. 지

적재산권을 규칙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국제적 경쟁

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창의력과 발명력이 경쟁의 거대한 자산이 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며, 둘째, 위조 상품이 놀랄만한 규모와 방대한 범위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적재산의 보호가 기술적 진보의 

요인이기 때문에 지적재산의 보호를 통해 국가들 사이의 기술이전을 장려하고, 투자

와 일자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본다. 넷째, 지적재산 보호가 국가 간 보호 

수준의 차이로 무역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자협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협정을 

맺었지만, 다자협정의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이해 가능한 규칙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

다. 또한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이유는 첫째, GATT의 경험상, 개방적 

무역 규칙과 초창기의 자유화는 서비스 무역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다자적

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각 정부들이 보호주의에 기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다자무역체제로써 GATT는 2가지 점에서 본질적이고 독특한 제도이다. 첫째, 무

역에 관한 분쟁소송절차를 통해 세계무역체제에서도 법치(rule of law)를 실현하고,

둘째, 감시체제(surveillance system)의 기능을 한다. ‘무역정책검토기제’(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를 만듦으로써 개별 GATT 국가의 무역 정책을 조사하고 다자

적 무역체계의 효과를 평가한다. 또한 정부가 GATT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함으로

써 국내법, 정책 그리고 관습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공개적인 토론 수준을 향상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ATT 위원회에서는 유럽공동체, 미국, 일본, 캐나다는 2년

마다 무역정책을 평가하고, 나머지는 국가들은 4-6년 주기로 검토함으로써 17개의 

검토를 완성했다. 또한 감시체제를 통해 무역 분쟁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조기 경보

시스템과 무역 정책에 대한 다자적 평가 수단을 제공한다.

1994년 4월 마라케시 협정으로 합의된 TRIPS협정은 1995년 1월 WTO의 출범과 

함께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TRIPS협정의 목적은 협정 제7조에 나타난 것처럼 “지

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적 혁신을 증진하고, 기술 전이(transfer)와 기술의 전

파(dissemination)에 기여하고, 생산자와 기술적 지식의 사용자 사이의 공통의 이익 

증진, 사회적․경제적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111 -

TRIPS협정은 이전의 파리협약, 베른협약, WIPO에서 논의하는 내용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먼저 TRIPS협정이 지식재산권의 두 주류인 산업재산권과 저작

권을 분리하여 논의하던 전통적인 이분법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점이다. TRIPS협정은 

저작권에 대한 베른협약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파리협약으로 분리되어있던 지적재산

권의 두 분야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상세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파리협약이 각 동맹국에게 경제조치 및 유효한 법적 보상을 채택하

도록 강제하는 일부 조항을 이미 포함하고 있긴 했지만 이들 조항의 실제 이행은 궁

극적으로 각 동맹국 국내법의 집행규정 존재 여부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TRIPS협정

은 협정에 포함될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한정한다. TRIPS협정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

고 있지만 파리협약에서 다루는 모든 산업재산권을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이

유 중 하나는 TRIPS협정이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주안점을 둔 협정이어서,

협정의 대상을 보호의 수준차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

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TRIPS협정 2부에는 모두 7개의 지적재산권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미공개정보이

다.

TRIPS협정 체결의 의미는 미래의 발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장

기적인 사회적 목적과 현재 존재하는 발명과 창작물의 사용을 사람들에게 허용하는 

단기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깨는 것이다. 균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작동한다. 첫째,

발명과 창의성은 사회적, 기술적 이익을 제공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발명자와 창

작자에게 그들의 창의성에 대한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게 하는 방식으로 용기를 준

다. 이는 현재의 개발비용을 미래의 고소득과 사회적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을 고조시키게 된다. 둘째,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 목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화된 발명은 다른 연구를 부추김으로써 기술적 발

전과 기술 이전을 돕는다. 셋째, TRIPS협정은 정부가 사회적 목적과 부딪힐 때 사회

적 목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한다. 즉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반경쟁적 관습, 혹은 특허권자가 발명을 제공하지 않을 때 특허권자

의 권리에 예외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112 -

4. 2. TRIPS협정의 강제성

1) TRIPS협정의 이행32)

TRIPS협정을 포함하는 WTO협정은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TRIPS협정의 

발효는 모든 WTO 회원국들의 국내법을 TRIPS협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정에 맞는 이행이 필요한데, 회원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이행 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WTO 회원국 중 개도국, 자유시장경제

로 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 및 지적재산권 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고 지적재산

권 법규의 입안과 이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와 관련한 의무를 제외하고 협정 적용일로부터 4년인 2000년 1월 1일까지 

경과조치를 받는다. 최빈 개도국 회원국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관련 규정을 제

외하고는 일반적인 협정 적용일부터 10년, 즉 2006년 1월 1일까지 협정 규정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66

조 1항).

TRIPS협정의 적용 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것에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계속 

진행되었던 개발도상국과의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지적재산권을 법으로 정하면서 어

떤 정부가 소유권과 이용권, 그리고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용, 이윤의 분배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쟁을 담고 있었다. 특히 지적재산은 산업정책과 보건정책, 농

업과 교육 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의 영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다. 왜냐하면 지적

재산권은 혁신의 속도와 초점, 신기술, 지식과 창의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국제적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Deere 2009, 5).

이 기간 동안 WTO 회원국들이 해야 할 일은 앞서 언급한 지적재산의 모든 종

류, 저작,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과 특허, 통합회로의 배치 디자인, 밝혀지지 

않은 정보와 무역 비밀의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의 보호 기준에 대한 국내법을 개정

해야 한다. TRIPS는 국내 지적재산권법을 강력한 규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함으로

써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지적재산이 강력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요구

했다.

개도국이 TRIPS협정의 이행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재정비용, 관련 기관 양성과 

32) TRIPS협정 이행이 왜 각 국가마다 달랐는지, 국가 간 TRIPS협정의 이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을 설명하는 연구는 Carolyn Deere(200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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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규칙 실행을 위한 인적 자원에 대한 고용비용, 또한 관련 법적 전문가와 

재정적, 기술적, 제도적 도전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002

년 세계은행은 TRIPS 이행에 따른 비용을 계산한 결과 브라질은 5억 3천만 달러, 중

국은 51억 달러, 인도는 9억 3백만 달러, 한국은 153억 달러를 매년 지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 TRIPS협정의 분쟁해결기제

TRIPS협정은 무역과 연계된 협정이 되면서 협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수단

으로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게 되었다. WTO 분쟁해결기제는 이전의 GATT

의 분쟁해결에 비해 한층 강화되었다. GATT 분쟁해결기제가 각 국가의 거부권을 인

정하는 합의에 기반한 체제(consensus-based system)였다면, WTO의 분쟁해결기제는 

거부권을 배제하고 독자적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 의존하는 강력한 사법적 체제

(adjudicative system)라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가 일반이사회에 의해 소집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쟁해결의 심판을 맡는 패널(panel)이나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판결문에 해당

하는 보고서(report)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함으로써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을 도와주

는 역할을 한다.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채택됨으로

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법적 체제의 발전은 이전의 국제관계가 무정부 

상태로부터 점차 구속력 있는 법적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쟁해결절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쟁해결은 일반총회가 관장하는 

분쟁해결기구의 소관이다. 분쟁해결기구는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될 수 있다. 분쟁해

결기구는 제소된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설립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패널이 발견한 결과나 항소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분쟁해결기구는 규칙과 권고의 이행을 감시하고, 그 규

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먼저 제소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 60일까지 협의(consultation)할 수 있는 시

간을 갖고 제소국과 피소국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해결할 수 있는지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이 협의가 실패하면 WTO의 사무총장(Director-General)에게 

다른 방식으로 중재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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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에서 협의와 사무총장의 중재도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45일 이내

에 패널 구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소국은 패널 설치에 대해 한 번 거부할 수 

있지만, 분쟁해결기구에 두 번째 제소될 경우에는 더 이상 패널 구성을 거부할 수 

없다. 한번 설치된 패널은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석한 가운데 6개월 내에(최장 9

개월, 긴급 사안은 3개월)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공식적으로 패널은 분

쟁해결기구가 규칙과 권고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그러나 이 

패널의 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해서만 거부될 수 있기 때

문에 패널의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렵다.

첫 번째 심리(hearing) 이전에 분쟁의 양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사건을 패널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첫 번째 심리에서 제소국과 피소국, 그리고 분쟁에 관심 있다고 

선언한 국가들이 그들의 사건을 패널 첫 심리에 발표한다. 두 번째 패널 심리에서는 

피소국이 서면으로 제출한 반박과 구두로 반박 내용을 논증한다. 만약 당사국 중에 

과학적 혹은 기술적 문제를 제기될 경우, 패널은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전문가 검토 

집단을 지정하여 자문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한다.

패널은 사실과 논증에 대한 기술적인 보고서를 양측에 제출하고, 2주 안에 의견

을 받는다. 이 보고서는 판결과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 패널은 판결과 결

론을 포함하는 중간 보고서를 양측에 제출하고 1주일의 검토 기간을 준다. 이 검토

기간은 2주를 넘길 수 없고, 이 기간 동안 패널은 양 당사국과 추가적인 회의를 열 

수 있다.

검토 3주 이후에 최종 보고서를 양측에 제출하고,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회

람시킨다. 만약 제기된 무역조치가 WTO협정이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패널은 WTO규칙과 일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보고서 결과를 거절하

는 합의가 없을 경우 이 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의 규칙이나 권고가 되어, 양측은 60

일 이내에 이 권고이행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33)

5. 소결 

지금까지 3장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해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체결하

33)부록 1 참조.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isp1_e.htm 참조(검색일: 

201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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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적재산권 규범은 TRIPS협정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통해 

조약의 형태로 법제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제도적 구속력이 약했기 때문에 강력

하게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지적재산권 규범이 국제질서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

어서면서 발생한 무역구조의 변화가 원인이었다. 그 규범을 다시 등장시킨 행위자는 

미국 내의 초국적 기업들로 구성된 연합이었다. 1970년대의 흑자를 기록하던 것에서 

1980년대에 미국의 무역적자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미국 내의 수출을 주로 

하는 산업들과 첨단기술을 이용한 초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과 신흥 산업국, 그리

고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얻고 있는 일본이 미국 상품을 모방하고 위조하는 것

을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따라서 위조에 따른 손실이 큰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기업들과 상표 중심의 산업들이 결집하면서 反위조연

합을 형성하고 미국 행정부를 통해 GATT 내에서 위조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위조는 미국 기업이 연구와 개발에 오랜 시간과 금전적 투자를 

통해 이룬 것을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그냥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틀을 지음으로

써 상대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조행위를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규범적으로 금지시키고자 했던 

반위조연합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후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은 위조행위 

금지를 포함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보다 큰 규범으로 그들의 논의를 확장시켰

다. 그 과정에서 미국 내의 특허와 저작에 기반한 미국제약협회와 미국화학제조협회,

미국영화협회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규범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국제지적재산권

연맹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국내정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대통령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f Trade Policy and

Negotiation; ACTPN)라는 제도적 통로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에 직접적으로 영향력

을 행사했다. 당시만 해도 무역정책에 있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어떤 의미

가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던 의회 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초국적 기

업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곧 미국 국가의 경쟁력 확보이자 미국 국가의 이익이라고 

교육과 설득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 국내의 이익집단 사이에 무역정책에 대

한 이견이 존재했는데, 노동세력들을 중심으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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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보호주의적 해결방안과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는 자유주의 세력 사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보호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사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타당한 대안이라

고 설득해야 하는 초국적 기업들은 이를 ‘공정무역(fair trade)’과 ‘경쟁력

(competitiveness)’이라는 담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교묘하게 설득했다. 즉 해외에서 행

해지는 위조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결국 미국 노동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불공정한 관행(unfair trade practices)’이라고 규정하면서 노동세력들을 

설득했고,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공정무역’이 곧 자유무역이며 공정무역을 이룩하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세계무

역 차원에서 협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이

러한 설득은 결국 1988년 종합통상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미국 무역정책

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을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국제무역레짐으로 형성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국내법으로 제도화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이라는 규범은 전후 국제경제질서를 유지시키던 패권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힘이 약화되는 변화 속에서 미국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다. 변화하는 경제질서 구조에서 가장 먼저 이 규범을 주창하고 나온 행위자는 

세계시장을 필요로 하는 미국 내의 초국적 기업들로 결집된 연합이었고, 이들은 ‘공

정무역’과 ‘경쟁력’이라는 담론으로 국내 정치세력들을 설득하고 결국 통상법을 개정

하면서 지적재산권을 국제무역질서에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지적재산권연맹은 지적재산권

이 단지 미국 국내법으로 규정되어서는 효과가 없고, 다자협정을 통해 무역과 연계

되어 제도화가 되는 것만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세계시장에서 확보하고 경제적 우위

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지적재산권연맹은 

우선 비슷한 첨단기술산업을 중시하는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기반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지적재산권위원회(IPC)를 형성

하게 된다. 국제지적재산권연맹은 유럽의 경영자총연합과 일본의 경제인단체연합(경

단련)을 잇달아 만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GATT 우루과이 라운드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설득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연합을 형성

하였다.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자국의 정부 관료들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로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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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참여하고, 회원국들에게 협박과 로비를 통해 지적재

산권 보호가 공정무역이고, 그것이 곧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설득했다.

GATT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미국 국내에서 출현한 지적재산권이라는 규범을 국

제사회에 전파시키는 규범 확산의 단계였다. 피네모어와 시킨크에 의하면 이는 확산

의 두 가지 방식인 ‘당근과 채찍’인 설득과 압박의 두 가지 전략으로 진행되었다. 당

근 전략은 미국의 특허상표국이 중심이 되어 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개발도

상국과 저개발 국가들에게 지적재산권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지적재산권 관

련 문서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고 관료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이었다. 이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대국만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브라질, 인도 중심의 개발도상국 반대집단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비한 통상

법 301조를 통해 강력한 무역보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의

견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선진국들은 다자무역협정인 GATT를 통한 지적재산권을 보

호할 협정 채택을 강력하게 옹호하였지만, 브라질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모임인 

G77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무역과 연계하는 것을 거부하고 지적재산권기구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 산업국은 근본적으로는 

부담을 느끼지만 미국과의 양자협정을 통해 슈퍼 301조에 제소되고 그 과정에서 미

국무역대표부로부터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채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

었다.

이런 교착상태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협정이 오랜 시간 동안 난항을 거

듭했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지지하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과 신흥 산업국

들을 설득하고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담론으로 채택한 것은 ‘기술이전’과 ‘해외직

접투자’이었다. 지적재산권이 과연 기술이전과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는지에 대

해서는 아직도 경제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당시 이들은 우호적 경제학자들을 

동원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기술이전과 직접투자를 증대시킨다고 설득하였다. 기술이

전과 직접투자를 물질적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는 실질적인 기술이전과 직

접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기에 지적재산권 보호가 기술이전과 직접투자를 확

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의 도구였다. 이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경제학계 내에서

도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주장이다. 결국 이것은 TRIPS협정이 맺어진 이후에도 기

술이전과 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이 일어나고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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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자체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당시는 이러한 설득과 

압박은 결국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미국 내의 초국적 기업에서 시작된 지적재산권 보호의 규범은 선진국 

초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했고, 지적재산권이 기술이전과 해외직접투자를 

확대시킨다는 담론을 통해 다자무역협정에서 협상되고 결국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더불어 TRIPS협정이 채결되면서 하나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레짐이 형성되었

다. 지적재산권 논의는 보다 강력한 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논의틀의 한 부

분이었고, 따라서 WTO가 처벌과 분쟁해결기제를 포함하는 강력한 법제화의 성격을 

띠는 것과 더불어 지적재산권 레짐도 이전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는 성격이 

다른 강력한 법제화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레짐의 형성은 기존에 존재하던 지적재산권이라는 규범이 

국제무역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미국이 인식하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즉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을 보

호하기 위해 초국적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규범으로 연합을 형성하고, 지

적재산권 보호가 ‘공정무역’이자 개발도상국에게 ‘기술전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해준다는 담론을 통해 다자무역질서에 확산되고 그것이 제도화에 이르는 과정이

다. 지금까지 살펴본 TRIPS협정이 맺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TRIPS협정 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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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대항규범의 동학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레짐은 미국 내의 초국적 기

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정부, 그리고 EU와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 보

호로 발생하는 이익을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하였고, 이익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보

호를 프레이밍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슈퍼 301조를 

통한 강압적인 설득이 주를 이루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TRIPS협정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TRIPS협정 

체결을 통해 보장될 것이라고 선진국들이 주장한 설득한 기술이전과 선진국 시장의 

확보라는 이익이 주효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레짐이 형성된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에게 TRIPS협정에서 약

속한 기술이전이나 시장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TRIPS협정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만 

증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에이

즈가 만연하게 되면서 브라질,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은 물론 저개발국들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도래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

은 TRIPS협정 내의 특허권 때문에 에이즈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가격이 비싸져, 이

를 구입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 이에 개발도상국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해 복제약을 생산하는 공중보건정책을 실시하게 되자, 이것이 TRIPS협정을 위반한다

는 모순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즉 TRIPS협정의 규칙이 공중보건의 보호를 침해한다

는 모순적인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에 저항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 규칙의 모순을 인식하고 TRIPS협정이 정하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규범보다 건

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의약접근권’이라는 규범을 들고 

나온 것은 비정부조직이었다. 이들은 TRIPS협정이 내세우는 지적재산권 규범에 대항

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의약접근권과 건강권을 설정하고 문제를 재규정하였다. 이렇

게 의제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의약접근권과 건강권이라는 규범의 적절성을 받아들이

는 더 많은 비정부조직과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연합을 형성하게 되었

다. 의약접근권과 건강권의 규범이 이슈를 재규정하면서 개별 행위자들의 내부적 선

택도 변화하게 되었다. 먼저 공중보건정책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이 TRIPS협정을 개

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규범연합에 가담하였다. 이 규범이 인권 규범과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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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확장되자, 기존에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던 유럽연합이 인권이 갖고 있는 규범적 

힘(Normative Power)34),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비해 공중보건이 갖는 행위의 적절성 

때문에 입장을 바꾸어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주

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연합에서 공중보건과 인권을 

옹호하는 연합이 확대되면서 TRIPS협정은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제약

할 수 있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도하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지

적재산권 규범에 대항하는 규범으로써 의약접근권과 인권 규범이 출현하고, 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의약접근권과 인권 규범이 지배적인 규범이 되는 과정을 분석

한다.

1. TRIPS협정 하에 공중보건문제의 대두: 정당성의 위기

1. 1. HIV/AIDS의 확산

모든 질병의 발병과 치료가 경제적인 요인과 연관이 있지만, 에이즈와 경제적 

요인은 극단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경제적 발전수준이 극도로 낮은 국가들가 

전 세계 에이즈 발병의 7-80%에 이르는 높은 감염률을 보인다. TRIPS협정이 체결되

고 지적재산권 레짐이 작동되던 1990년대 말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에이즈의 감염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2000년 유엔 산하의 에이즈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0년

까지 전 세계에서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0만 명이었는데, 그 중 80%인 240

만 명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들이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인해 발생한 

고아의 수는 1,200만 명에 다다랐다. 또한 보츠와나의 경우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출산 전 감염이 18%에서 35%를 넘을 정도로 증가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도 

34) 매너스는 ‘규범적 힘(Normative Power)’을 “‘정상적인(normal)’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능

력”(Manners 2002, 240)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정상적인’이라는 뜻은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적절한(appropriate)’이라는 개념과 상통한다. 따라서 규범적 힘은 적절성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편 규범이 갖고 있는 ‘설득력(persuasion)’은 서로 다른 이익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상대와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이익과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

서는 TRIPS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최대로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의 이익이 인권 규범 때문에 

재구성되었다는 입장은 유보한다. 이익이 재구성되었다는 것은 좀 더 면밀한 증명과정이 필요하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규범의 설득력보다는 규범적 힘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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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서 20%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아동 감염과 출산 전 감염은 인구학적으로 중

요하기 때문에 유엔에이즈계획(UNAIDS)에서 중요하게 점검하는 지표이다. 이는 가

히 에이즈 감염의 전 세계적인 분포가 사하라 이남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인 아프

리카 지역에 비대칭적으로 집중해서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의 감염은 사망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 

직접적인 인구학적 위협도 있지만 경제적인 위협도 있다. 에이즈와 같은 질병은 개

인과 가정에 미치는 비용을 넘어서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즉 높은 질병은 노동

의 이직률(turnover)을 높이고, 개인의 생산성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을 낮추는 효과

가 있다(Sachs, 2001). 실질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매 훈련 기술이 필요한 자리에 3명의 노동자를 

고용한다. 실제로 에이즈로 인해 기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사례도 있었다(Sachs 2001, 39).

에이즈 질병의 확산이 세계 건강 상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유엔 산하

에 에이즈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생겼고(UNAIDS), 이들은 1996년 11월 세계보건기

구(WHO)와 함께 공동으로 전 지구적인 에이즈 실태를 감시하는 실무진을 만들었다.

이 실무진은 에이즈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향상시키기 위해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수

집하고 교류하면서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처럼 에이즈 사망자 수의 80%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 있는 비대칭적 상황에서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대부분이 지적재산권

의 하나인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보호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은 미

국, 스위스 등의 강대국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감염자의 대다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치료약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개발도상국들이 특허권

을 가진 의약품과 똑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제조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TRIPS협

정 하에서는제약이 있었고, 저개발국의 경우는 그마저도 제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말 그대로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TRIPS협정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 논란을 불러일으킨 2000년에 유

엔 산하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이 에이즈의 전 세계적인 분포와 그로 인한 사망

률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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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IDS 전염병, 지역별 1999년 말 (단위: 1,000)

지역

에이즈

감염자

(1999년 말)

에이즈 

사망률

(1999)

에이즈 고아

(1999)

성인보급률(%

)

(1999년 말)

전 세계 34,000 2,800 13,200 1.07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24,500 2,200 12,100 8.57

동아시아와 태평양 530 18 5 0.06

동남아시아 5,600 460 850 0.54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420 8 15 0.21

북아프리카와 중동 220 13 15 0.12

서유럽 520 7 9 0.23

북미 900 20 70 0.58

카리브해 지역 360 30 85 2.11

자료: UNAIDS, Report on the Global HIV/AIDS Epidemic, June 2000.

1999년 말 전 세계적인 에이즈 감염자는 3,400만 명에 이르는데, 그 중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감염자 수가 2,450만 명으로 거의 72%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질병의 지역적 불균등 분포는 경제발전의 불균등 분포

와 거의 맥을 같이 한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9년 당시 1인당 연평

균 수입은 25,730달러이었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는 각각 500달러

와 440달러다(World Bank, 2000a). 게다가 1인당 의료 지출은 북미와 서유럽의 경우 

1,500달러 이상인데, 반해, 라틴 아메리카의 과테말라는 $41에서 아르헨티나는 792달

러로 편차가 심하다. 반면에 대부분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연평균 의료 지출비는 

20달러 이하이었다(World Bank, 2000b). 이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 1인당 약제비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p<0.001)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연 2013, 61).

반면 에이즈를 치료하는 의약품의 대부분은 미국, 유럽에 기반하고 있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생산하고 있었다. 특히 에이즈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특허권을 보유하

고 있는 약품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TRIPS협정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부록>에서 보

는 것과 같이 15개의 에이즈 관련 의약품 중에서 특허로 보호받지 않는 제품은 2개

에 불과했다. 게다가 대부분 의약품은 초국적 기업이 판매하고, 그 특허권도 대부분 

미국과 초국적 기업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중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소송을 건 글락

소스미스클라인은 15개 중에 4개의 제품의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고, 브리스톨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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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 스퀴브는 3개의 판매권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질병은 80% 이상이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 지역에 발병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치료하는 의약품은 거의 대부분이 

선진국에 기반한 초국적 기업들이었다.35)

1. 2. 지적재산권 보호의 방어벽 

1) TRIPS 이행의 문제: 소송을 통한 교육 전략

TRIPS협정이 성립된 이후에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국제레짐으로 성립된 TRIPS

협정의 규율과 규칙을 각 회원국들이 수용하고, 이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이

행(implementation)의 문제이었다. 개발도상국들은 각자 TRIPS협정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하는 절차와 방법, 개정된 내용을 주어진 기간까지 TRIPS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

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이행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TRIPS

협정에 불응(non-compliance)하는 사례들이 증가했다. TRIPS협정 이행은 국내법을 

TRIPS협정에 맞게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

통이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상품을 

자유롭게 사용하던 과거의 관행에 비해 부담스러운 일이다. 즉 과거에는 자유롭게 

사용하던 것을 TRIPS협정을 채택한 이후 지적재산권의 사용자가 발명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어떤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비용 자체가 본질적인 정치적 부담이었다(Levy 2000, 791).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개도국 입장을 이해하기 보다는 TRIPS협정이 규정대로 

이행되는 것에 더 큰 목표를 두었다.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국제적인 협정으로 제도화된 이상 개발도상국들도 ‘법치’에 입각해서 협

정대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기대에 대한 실망감은 2000년 1월 지적재산

권위원회 옹호자인 찰스 레비(Charles Levy)가 미국변호사협회의 ‘국제법 실무’ 분과

에서 언급한 말에 잘 드러난다.

우리는 '법치(rule of law)'에 대한 신념에 입각해서, 법치라는 개념이 갖고 있

35)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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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파성에 의지해 개발도상국이 자발적으로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행하는데 순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리는 TRIPS에 순응할 능력

을 복잡하게 만드는 개발도상국의 국내 정치적․경제적 세력을 저평가했다

(Levy 2000, 790).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에게 TRIPS협정을 이행하는 것은 이러한 국내 정치적 경제

적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는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치

적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략

적으로 무역소송을 사용하고자 했다.

2000년 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TRIPS협정 체결 이후 분쟁해결기제에 관한 ‘국

제법 실무’ 분과에서 찰스 레비는 TRIPS협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물론 WTO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강조하

였다.

TRIPS 지지자들은 일정표 내에 성공적으로 TRIPS협정을 이행하도록 포괄

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길 수 있는 사건들과 전례로 삼기

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이슈들을 선별적으로 골라 소송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때로 불이행의 사례는 협상과 회유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완전히 TRIPS에 응할 때까지 다른 회원국들에게 분쟁해결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적절한 사례

들을 선별하여 그 성과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Levy 2000, 790).

TRIPS협정의 이행은 WTO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면이다. 따라서 회원

국들이 WTO에 헌신하고 있다면, UR에서 타결된 협상을 희석시킬 것이 아니

라 협상이 진행되었던 그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

다. 합의된 것을 희석시키는 것은 미래에 위험한 전례를 남기는 것이고, 그렇

다면 협상을 통한 거래는 거래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을 피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TRIPS 의무조항의 심각

한 불이행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Levy 2000, 793).

이와 같이 미국은 무역분쟁해결 기제를 통해 TRIPS협정의 이행에 불응하는 사

례를 소송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떤 사례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위반되는 것인

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전례를 남기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레비는 외교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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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 국가에 포진되어 있는 핵심 기업들을 통해 TRIPS협정의 이행이 개발도상국

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각 정부를 대상으로 설득하는 방법도 제시하였

다.

마찬가지로 국제지적재산권연맹 회장인 에릭 스미스(Eric Smith)도 TRIPS 이후

의 여러 전략을 강조했다. 스미스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 이

외에도, TRIPS 이사회(정식 이름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서 협정의 이행과 의무를 

검토하는 절차를 이용해 개별 국가의 부족한 법률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 TRIPS 이사회의 검토 절차에 따르면 회원국은 TRIPS 이사회에 T이행을 위해 어

떤 조치를 취했는지 통보해야 하고, 다른 회원국이 조치에 대한 질의를 할 경우 이

에 답변해야 한다. TRIPS협정 제65조는 협정 이행 시기를 선진국, 개도국, 최빈국으

로 나누었다. 선진국은 1996년부터, 개도국은 2000년부터, 최빈국은 10년의 과도기를 

거쳐 2005년부터 이행 의무를 진다. 이행 시기가 되면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을 

TRIPS 이사회에 통보하고 TRIPS 이사회는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다(TRIPS협정 

제63조).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협정 이행 시기가 2000년부터였지만, 한국 

정부는 TRIPS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 작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법령통보 

작업도 1996년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8년에 한국 법령을 TRIPS 이사회에 통보

하고 1999년 중에 검토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개도국의 조기 검토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되고 2000년 6월 한국의 지적재산권 법령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2000, 3-4).

이렇게 미국은 회원 국가들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이행에 대한 교육과 설득을 

통해 이행 절차를 감시하는 것과 더불어, TRIPS협정을 잘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

한 감시와 압력, 심지어는 미국 국내 슈퍼 301조를 통해 무역 소송을 제기하는 강력

한 방법도 강구했다. 이 검토 절차는 협정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1998년 미국무역대표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무

역대표부는 “협정 조항들은 국내법에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도국을 교육

하는 데 TRIPS 이사회 회의를 활용하고 있었다(USTR 1998b, 60)”고 한다.

이처럼 TRIPS협정의 이행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특히 미국 사이에 이행의 불

응과 순응을 판단할 기제로 무역분쟁기제, 소송을 통한 논쟁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

한 불응 사례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제지적재산권연맹이 나서서 각 국가들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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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저작권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1996
일본(미국)

일본(EC)

파키스탄(미국)

포르투갈(미국)

인도(미국)

인도네시아(미국)

1997

아일랜드(미국)

덴마크(미국)

스웨덴(미국)

인도(E)

캐나다(EC)

1998

EC(미국)

EC(미국)

그리스(미국)

EC(캐나다)

1999 미국(EC)
캐나다(미국)

아르헨티나(미국)

EC(미국)

미국(EC)

2000
아르헨티나(미국)

브라질(미국)

2001 미국(브라질)

2002

2003 EC(호주)

2007 중국(미국)

2012
호주(우크라이나)

호주(온두라스)

호주(도미니크 

공화국)

<표 4. TRIPS 관련 분쟁해결 건수; ( )이 제소국>

재산권을 TRIPS협정 수준에 맞게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그 보고서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하면 미국무역대표부가 또 다시 ‘스페셜 301조’ 위반하는 국가들

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무역 분쟁을 제기한다.

2) 지적재산권 위반 분쟁 사례

이와 같이 미국은 TRIPS협정이 체결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1995년 1월 1일부터 개도

국의 TRIPS협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정을 불이행하는 국가들을 상대

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WTO가 출범한 이후 미국이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한 소송은 

총 106건이고, 피소당한 건은 121건이다. 그 중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제기한 전체 소

송은 33건인데, 그 중에 미국이 제소한 건은 18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미국에게 지적

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쟁해결절차를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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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도미니크 

공화국)

2013
호주(쿠바)

호주(인도네시아)

호주(쿠바)

호주(인도네시아)

총합 10건 11건 8건 4건

출처: WTO 홈페이지.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ubjects_

index_e.htm (개별 분쟁해결사례를 정리).

1996년에 미국이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이 한 해에 무려 6건이었다.

첫 번째로 1996년 2월에 1946년과 1971년 사이에 제작된 음반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

다는 이유로 일본을 상대로 무역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협의 절차를 걸쳐 TRIPS협정에 맞도록 음반을 소급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는 1996년 5월 미국이 인도를 상대로 한 무역 소송이다(D 550). 이 사건

은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 협회(PhRMA)의 청원에 따라 패널 결정까지 간 첫 번

째 지적재산권 소송이다.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 협회는 미국무역대표부의 바쉐프

스키(Barschefski)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가 TRIPS협정을 위반했으니 소송을 할 것을 

건의했다. 미국 및 국제 제약연구 및 제조사 협회의 부회장인 하비 베일(Harvey

Bale)은 여러 제약 연구 및 제조사를 대표하여 인도가 특허를 신청한 목록을 공개하

지 않고, 특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글에서 베일

은 제약회사나 연구업체가 새로운 제약품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연간 190

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WTO 1997, 71). 따라서 인도의 TRIPS협정 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1996년 7월 2일 미국이 인도를 TRIPS협정 위반으로 WTO 무역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였다. 미국이 제시한 이유는 인도가 1994년 12월 31일, 1970년에 제정

된 특허법을 개정하려던 시도가 TRIPS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인도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고, 상황이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인도 헌법 123조에 의해 대

통령에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TRIPS협정 70조 8항과 70조 9항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TRIPS협정 70조 8항은 제약과 농화학 부문에 특허 인정을 위해 신청

을 기다리고 있는 규정들(속칭 ‘mailbox’)을 공개해야 하는데, 인도의 경우 이를 공

재하지 않았고, 70조 9항은 특허에 대해 독점적 판매권(exclusive market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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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인도법에 아직 독점적 판매권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제소를 하고 유럽공동체가 제3자로 등록되어 패널을 구

성하였다.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는 인도에 TRIPS와 합치하도록 법을 개

정하라고 결정했고, 항소기구(Appellate Body)도 패널 결정을 지지하였다. 미국이 인

도에 대해 이런 강력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 협회는 다음

과 같이 주장했다. “인도의 특허제도는 특허와 관련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미

국이 공을 들이게 된 가장 핵심적인 동인이었고, 만약 인도가 TRIPS 의무를 이행한

다면 이는 가장 극적인 개혁이 될 것이라고 TRIPS 협상가들이 한결같이 기대하고 

있었다(PhRMA, 1999).”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 협회는 복제약 생

산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인도가 TRIPS협정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전 세계 의약품 

관련 특허권의 분포에 있어 상당히 큰 지각변동를 이루어 낼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 번째 WTO 무역소송 사건은 1996년 2월 포르투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또한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 협회가 1996년 2월 미국무역대표부에 제출한 보고

서에서 포르투갈이 TRIPS협정 70(2)조(기존 대상물의 보호)36)와 33조(보호기간)37)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소송을 벌였다.. 네 번째로는 

1996년 터키의 영화표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 부과, 인도네시아의 차별적 저작권 관

행에 대해 고소한 사례다. .

1996년 12월 “아르헨티나 의회는 혁신 제약사의 경쟁사가 의약품의 품목 허가

를 받을 때 혁신 제약사의 임상 시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법률(특

허와 무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Vicente 1998, 1107).” 이후 미국무역대표부는 아르

헨티나 수출의 절반에 가까운 2억 6000만 달러 상당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

을 취소했다. 이러한 무역 제재를 당하자 아르헨티나는 TRIPS에서 보장하고 있는 5

년의 과도 기간을 활용하겠다고 미국을 협박했다.

이처럼 TRIPS협정의 체결 이후 이행에 관해 국제지적재산권연맹을 필두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나서서 TRIPS협정의 체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무역소송을 

강도 높게 제기하게 되었다. 국제 지적재산권 레짐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압박이 필요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개정한 통상법에 근

36) 이 협정과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회원국에 대한 이 협정 적용일이 이미 존재하여 

그 날짜에 그 회원국 내에서 이미 보호되고 있거나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준을 충족하거

나 결과적으로 충족시키게 되는 모든 대상물에 대해서 의무를 발생시킨다. (www.wto.org)

37)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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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해 스페셜 301조와 WTO 내에 마련한 무역분쟁 해결절차로써 무역소송을 제기하

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저작권이 구현된 미국 상

품의 세계적인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미국 통상법의 스페셜 301조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Smith 1996, 3)”고 밝힌 바가 있다.

스페셜 301조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는 매년 4월 30일까지 외국의 지적재산

권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적재산권에 의존하는 미국 국민의 ‘공정하고 차별 

없는’ 시장 접근을 거부한 국가를 지정해야 한다. 매년 2월이면 이해관계가 있는 영

리 부문 단체들은 자신의 요구를 미국무역대표부에 제출, 각국에서 겪는 문제점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평가한 지정국 현황과 피해 추계를 제시한다. 국제지적재산권연

맹과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 협회의 자료는 지적재산권위원회 회원사들이 준비 작

업에 참여해 만든다. 이를 위해 여러 제약 회사들은 재키 골린의 ‘골린 그룹’에 로비 

자금을 제공했다(Sell 2003, 195).

또한 1996년 미국무역대표부는 이행 감시 및 집행국(Office of Monitoring and

Enforcement)을 설립해 자신들의 전략을 실행에 옮길 의도를 드러냈다. 이행 감시 

및 집행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 기타 지역 협정과 양자 협정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분쟁을 제기, 집행 조치를 취하며 무역협정의 이

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USTR 1998b, 235).

이와 같이 TRIPS협정의 이행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압력의 수위가 올라가자,

많은 나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38)은 미국의 301조가 세계무

역기구에 위반된다며 분쟁을 제기했다. 즉 유럽연합이 미국 통상법 301조를 세계무

역기구로 끌고 간 이유는 ‘일방주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DSU 26조)에 위

반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패널은 미국이 301조를 활용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의무에 일치하는 행동이라고 판정했다. 유럽연합이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패널 판정 보고서는 2000년 1월 27일 채택되었다. 분쟁 사건을 담당한 패

널은 미국 통상법은 미국무역대표부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심각한 위험이 

있고 따라서 DSU 제26조를 우선적으로 볼 때(prima facie) 위반했다고 하면서도, 미

국 통상법의 다른 법률 규정이나 미국무역대표부가 실제로 취한 조치들을 고려할 때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애매한 결정을 내렸다(Sell 2003, 193).

38) 1993년 11월 1일 유럽이 통합된 이후, 명칭은 유럽연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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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에이즈와 여타 전염성 질병의 확산과 같은 환경적 변수 이외에도 TRIPS

협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집행 절차, 즉 무역분쟁소송 기제(dispute

settlement system)에 의해 TRIPS협정에 대한 엄격한 이행을 강제하는 동시에 이행

하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 엄격성이 개발도상국과 

시민사회의 저항을 가져온 것이다(Hefer 2009, 40).

2. 대항규범의 출현 

TRIPS협정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공격적이고 강력한 무역분쟁 

전략으로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정책은 좌초될 위기에 있었다. 에이즈의 치료를 위

해 특허를 갖는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시도하려던 개발도상국은 의

약품을 소유한 제약업계뿐 아니라 미국에 의한 무역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게다가 

미국 슈퍼 301조에 따라 ‘감시대상국’에 선정되면서 무역제재를 당하게 되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공중보건 정책을 위해 자국의 보건법을 개정한 남아프리카공

화국과 강제실시를 실행한 브라질의 사례는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의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게다가 이 두 사례를 통해 TRIPS협정은 중대한 전환 

국면을 맞게 되었다.

특히 제약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공중보건과의 충돌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과 공중보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 사이에 수렴되기 어려운 

이익의 차이가 존재한다. 제약산업은 고수익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시장규모가 

1999년 3000억 달러 이상에 이르고 있어 선진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이었다. 특

히 의약품 생산에 있어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국적 제

약회사가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생산 측면을 보면 미국이 전 세

계 생산의 약 28.8%를 점하고 있고, 일본이 17.9%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 중심의 산

업이다. 교역 규모를 보면 미국, 스위스, 독일, 영국 등이 가장 큰 수출국이며 OECD

전체가 9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보인다. 또한 제약산업은 신약을 연구․개발하

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약을 제조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래서 

의약품은 기술 복제를 통한 생산이 쉬운 상품의 하나이며, 복제를 통한 ‘무임승차’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특허권은 제약산업의 핵심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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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다른 재화와 다르게 생명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격통제의 필요

성이 있다. 만약 높은 약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면 국가는 이에 개입해야 하

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개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거대한 국제적 제약제조협회 

연합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논문이 논파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것은 바로 의약접근권의 문제를 공중보건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인권이

라는 규범적 담론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와 협력하고 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다음 절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1. 의약접근권 규범 기획가

1) 미국 소비자 단체(CPtech)와 초국적 비정부조직

1995년 1월 1일 WTO에서 TRIPS협정 통과된 이후로, 앞서 보듯 TRIPS협정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면서 TRIPS협정이 과연 정당한 협

정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의외로 미국 내에 

있는 소비자 단체가 선도적이었다. 특히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3장에

서 얘기했듯이 특허 관련 변호사나 초국적 기업 등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적인 내용이라 지적재산권 협정 자체가 갖는 문제를 제기하는 대항적인 담론도 전문

화된 조직에서 시작되었다.

TRIPS협정이 통과된 이후에 이 협정이 공중보건 문제와 충돌한다는 점을 먼저 

제기한 것은 미국의 소비자 단체인 ‘기술에 관한 소비자 프로젝트(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 이하 CPtech)’였다. 이 단체는 1995년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던 랄

프 네이더(Ralph Nader)와 경제학자인 제임스 러브(James Love)가 설립한 것으로 

주로 지식에 대한 접근과 지적재산권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개정을 요

구하는 활동을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록펠러 기금(Rockefeller Foundation), 포드 기

금(Ford Foundation), 맥아더 기금(MacArthur Foundation) 그리고 열린사회연구소

(the Open Society Institute)에서 자금을 기부 받아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조직이다39).

39) http://www.cptech.org(검색일 201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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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ch의 네이더와 러브는 초기에는 미국 내에서 특허권이 약값에 미치는 영향

과 그로 인해 소비자들인 받게 되는 부당한 경제적 부담에 집중해서 국내적인 활동

을 전개하였다. 제임스 러브는 랄프 네이더가 1968년에 설립한 책임입법연구센터

(Center for Study of Responsive Law)에서 1990년부터 경제학자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1991년 랄프 네이더가 러브에게 초국적 제약회사 브리스톨 마이어

(Bristol-Myers Squibb)와 국립암연구소 사이의 계약 관계를 조사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 조사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제임스 러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요한 암 치

료의약제인 택솔(Taxol)은 미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개

발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 의약을 상용화할 제약회사를 찾고 있었고, 결국 브리스톨 

마이어스를 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계약을 보면, 국립암연구소가 택솔 400킬로그

램을 생산하고, 1밀리그램 당 0.25$에 브리스톨 마이어스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브리

스톨 마이어스는 이를 다시 암환자에게 팔면서 1밀리그램 당 4.87$에 전매하였다. 스

무 배에 가까운 초과이윤을 발생한 것이었다. 게다가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택솔을 1

억 달러에 구입 한 이후에 19억 5000만 달러에 파는 등 무수한 이윤을 창출하였다

(Love, 1996).

또한 미국이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우선 의약(priority drug);으로 승인된한의

약품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연구 지원을 받은 의약품이었다. 이는 초국적 제약회사

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 값비싼 연구개발비를 그 이유로 제기한 것

에 대한 공격이 된다. 즉 값비싼 연구개발비의 50%이상이 정부의 세금에 의한 것이

라면, 지적재산권을 통해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임스 러브는 하원의원들에게 지나친 의약품 가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권유하였다(Love, 1996).

또한 1993년 제임스 러브와 네이더는 노령 관련 상원특별위원회(Senate Special

Committee on the Aging)에 참석하여 의원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

로 정부가 강제실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네이더는 

강제실시는 미국이 맺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심각히 제약을 받는 

사항이라고 응답했고, 제임스는 이를 통해 국제무역협정이 제약 정책에 관한 국가의 

주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이후 제임스 러브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방문하며 미국 정부가 해외를 상대

로 어떻게 특허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지 실상을 알게 되었다. 1994년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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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문했을 때, 당시만 해도 특허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미

국이 제약 특허법 제정을 강요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고백하였다. 당시 아르헨티

나는 민주화를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르헨티나 의회는 특허법 제정에 반대하

였다. 따라서 미국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행정조치’로 이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강요하였다. 러브는 이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미국이 이렇게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놀랐

다고 밝혔다(Love, 1996).

제임스 러브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의 강연을 경험으로 미국이 해외에서 

어떻게 무역을 이용하여 특허법을 개정하라고 압력을 가하는지 그 실체를 알게 되었

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건법 개정을 문제 삼아 미국이 무역

제재와 소송을 거는 과정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결국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양

한 비정부조직과 국제기구와의 연합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임스 러브는 TRIPS협정이 통과되고 10개월 정도가 지난 1995년 10월 9일, 미

국무역대표부의 대표였던 미키 캔터(Mickey Kantor)에게 서신을 보내, 보건의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미국무역 대표부가 미국계 제약사들의 이

익 보호라는 관점에만 너무 집착하고 중요한 공중보건이나 개발 이슈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더와 러브는  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특허제의 이익은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것이지만, 기술 분야에서 특

허를 인정하는 것은 가격을 높이고 특허된 기술의 이용을 제약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학에서는 ‘잠자는 특허(sleeping patents)’, ‘방어적 특허

(defensive patents)’라는 용어가 있다. 미국 국무부, 통상부와 무역 대표부와 같은 정

부기관은 국제적 포럼에서 의학, 소프트웨어, 연예 오락과 같은 산업 집단에 영향을 

받아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임무를 대신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정을 강압적으로 

체결한 나라들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유해한 영향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건강관리

와 관련한 문제들이었다(Nader and Love, 1995).”

이들의 주장은 특허제가 갖는 이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오히려 특허제도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건강관리 문제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후 

1995년과 1996년 네이더와 러브는 자신의  정보와 서신들, 성명서를 인터넷 소식지

인 『제약정책』(Pharma-Policy)에 실었고, 이를 접한 인도의 정책 담당자들은 1996

년 뉴델리에서 열리는 대규모 특허 관련 회의에 네이더를 초대했다. 이 회의는 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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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인도 의회의 특허작업반이 개최했고, 이 회의를 조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도 

정부 관료와 인도의 복제약 제약회사들이었다(Sell 2003, 228).

2) 초국적 비정부조직과의 연합

미국 내에서 시작된 지적재산권과 건강관리의 문제는 이후 국제비정부조직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G)에 의해 확산되게 되었다. 1996

년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국제건강행동(Health Action International: HAI)이 이 운

동에 결합하였다. 이 단체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의약품 접근 운동에 결합한 최

초의 보건의료 단체로 국제건강행동(HAI)의 초기 관심사는 의약품 사기(예컨대, 위

약(placebo)과 나쁜 약)를 폭로하는 것이었지만 점차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

심을 갖게 되었다.

국제건강행동은 1996년 10월 4일, 독일 빌레펠트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NGO 회

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제건강행동이 주최를 하고, 국경없는 의사회(MSF), CPtech가 

결합하여 지적재산권과 공공의료, 의약품접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

들고 논의하기 시작한 첫 번째 회의이다. 이 회의에는 초기 의약품접근권 운동의 핵

심을 형성한 활동가들이 초청되었다. 러브 외에도 국제건강행동과 함께 활동하면서 

세계보건총회를 로비했고, 나중에 국경없는 의사회에 들어가 의약품 접근권 운동에 

결합한 또엔, WHO 소속으로 남아프리카에서 활동한 국제건강행동의 빌버르트 바넨

베르흐(Wilbert Bannenberg)와 바스 반 데어 하이데(Bas van der Heide) 등이다. 또

엔은  

빌레펠트 회의에서 CPTech의 제임스 러브는 이전에 미국 내에서 연구했던 브리

스톨 마이어스와 미국 국립암연구소 사이의 계약을 설명하며, 미국이 특허를 갖고 

있는 의약품의 상당수가 미국 정부의 연구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제약

제조협회 쪽에서 일했던 연구원이 미국의 기술평가청(U.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이 제약업계의 관점에 맞게 당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새로운 의약

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비를 부풀렸다는 점도  밝혔다. 제임스 러브에 따르면 

1991년 제약제조협회가 지원한 연구에서는 새 의약 승인에 필요한 자금이 2014만 달

러였던 것에 비해, 1993년 기술평가청에 고용된 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신약 개발에 3

억 5900만 달러가 소용된다는 것이었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 부풀려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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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Love, 1996). 이것은 국경없는 의사회의 엘렌 또엔(Ellen 't Hoen)에 따르면 이

것은 모든 참석자의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새로운 사실이었다.

또한 제임스 러브는 미국 정부가 강제실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40)

들을 발표해 회의에 참석한 다른 비정부조직 회원들을 놀라게 했다. 이 회의에서 러

브는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이 충돌할 때, 공중보건을 위한 의약품의 연구개발비를 

문제 삼아 연구개발비는 세금에 기반한 것으로 프레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

다(Love, 1996).

이에 대해 미국 제약연구 및 제약업 협회는 에이즈의 문제는 특허와 공중보건

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즉 남아프리카나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이 에이즈

의 약품 구입에 장벽이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법 때문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통치의 

실패, 빈곤, 부패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약접근권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공격하

는 측을 비판했다. 이에 CPtech는 다른 NGO들과 함께 온라인 뉴스레터에 낸 성명

서를 통해, 의약접근권 문제는 통치의 문제나 빈곤, 부패의 문제라기보다 빠른 치유

를 위한 접근 자체를 막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갖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반박했

다41). 1996년 빌레펠트 회의는 ‘의약품접근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비정부조직들이 

성장하는 연합(burgeoning coalition)의 역할을 맡기로 정체성을 규정했다는 데 의미

가 있다(Matthews 2011, 27). 국제보건행동 유럽 지부는 1998년 4월에 세계보건기구

의 ‘필수의약품 행동계획(Action Programme on Essential Drugs)’과 약물관리와 정

책부서, 유니세프(UNICEF) 직원, 국경없는 의사회, 에코 국제보건서비스(ECHO

International Health Service) 외 7개의 비정부조직이 모여 필수의약품 정책에 관한 

지침을 공유하였다. 이는 NGO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의약정책을 강조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는 이후 51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마련된 필수의약품 정책의 

기초가 되었다(HAI, 1998).

국제 비정부조직 차원의 결합이 확대되어 갈 즈음인 1999년, 3월 제네바에서 

CPTech, 세계보건행동(HAI), 국경없는 의사회(MSF)는 강제실시에 대해 논의하기 위

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후 암스테르담에서 ‘지구화된 경제에서 필수의약품 접

40) http://www.cptech.org/ip/health/cl/us-cl.html(검색일: 2010. 5. 13)

41) CPTech, Essential Action, Oxfam, Treatment Access Campaign, Health Gap, "Comment 

on the Attara/Gillespie-White and PhRMA Surveys of Patents on Antiretroviral drugs in 

Africa," (October 16. 2001), www.cptech.org (검색일: 201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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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의 

갈등에 관한 ‘암스테르담 선언(Amsterdam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 선언을 통해 

비정부조직 연합은 WTO에 의약접근에 관한 실무진을 신설할 것, 30조 하의 강제실

시 사용을 허락할 것, 강제실시를 요구한 국가에 복제약 생산의 수출을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국제의료팀장으로 일하던 그레그 파파스(Greg

Pappas)가 미국 내의 에이즈 활동 단체인 ‘액트업(AIDS Coalition To-Unleash

Power, ACT-UP)’을 의약품접근권 운동에 결합시키자고 제임스 러브에게 제안했다.

액트업은 1987년에 ‘게이와 레즈비언을 위한 서비스 센터’에서 개최하는 시위에서 

에이즈 의약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던 래리 크래머(Larry Kramer)가 순식간에 조직한 

단체로 지도자가 없이 각 주제별로 위원회로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보고하

는 체계를 갖고 있다. 액트업의 초창기 회원이었던 그레그 보르도비츠(Gregg

Bordowitz)는 “이것은 풀뿌리 혹은 민주적 정치가 작동하는 것이다. 어떤 지점에서

는 민주적 정치가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Bordowitz, 2005)”라고 액트업 조

직이 움직이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1999년에 액트업이 의약접근권 운동에 결합함으로써 미국 내부에서 행정부에 

대한 압박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200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고어를 압박함으로써 결국 미국 행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유예

하고, 공중보건 관련 사항과 관련해 당분간 무역제재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

을 이끌어내는 데 공헌했다.

3) 논쟁 사안: 강제실시와 병행수입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며 TRIPS협정의 준수를 고집하

는 진영과 공중보건의 보호를 주장하는 진영 사이의 문제가 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먼저 살펴본다. 핵심적인 두 가지 논쟁거리는 바로 강제실시(compulsory

licence)와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다.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란 특허권자

의 승인 없이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TRIPS협정에서 정하는 지적재산권

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exclusive) 권리이다. 그러나 30조에 이 배타적인 권리의 예

외조항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 조건으로 TRIPS협정 31조에 ‘권리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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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없는 다른 사용(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에서 “국

가 위기 상황,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 회원국은 특

허권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배

타적인 사용의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강제실시권

을 허용하는 상황이 사라지는 즉시 강제실시권도 종료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비배타적인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의 위기 상황,

긴급 상황을 누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이다. 그리고 특허를 받지 않고 의약품

을 생산한다는 것은 약의 성분은 같지만 동일한 제품이 아닌 복제약(generic drug)

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제약의 생산은 싼 값의 의약품을 시장에 제공함으

로써 특허권을 가진 브랜드 의약 제조회사에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초국적 제약회사는 결사적으로 강제실시를 금하도록 미국 정부에 압력

을 넣게 된다.

다른 한 가지 논쟁점은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다. 병행수입이란 의약품들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외시장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약품을 국

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강제

실시가 ‘국내소비’만을 목적으로 수출을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실시를 통한 의

약품조차 생산할 수 없는 최빈국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것이

다. 그러나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싼 값으로 생산된 복제약이 선진국 시장에도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암시장(black market)’이 형성될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이를 

두려워한 선진국과 초국적 제약회사는 병행수입을 반대하게 된다.

2. 2. 초국적 비정부조직의 결집

1) 남아공의 의약접근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2000년 말까지 인구 

3,610만 명 중 2,530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

하게 되었다. 사하라 이남 지역의 에이즈 감염률은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

지 않을 정도로 높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에이즈 문

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시도했다. 1997년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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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니코사자마 주마(Nkosazama Zuma) 박사는 1965년에 제정된 ‘남아프리카 의약

품 및 관련 물질 허가에 관한 법률(South African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Control Act)’에 대한 개정안(South African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Control Amendment Act)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

안에는 에이즈에 대한 의약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개

정안의 목적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입수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보건부 장관의 권위로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s)과 병행수입(parallel imports)을 허락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부(The Health Department)는 이 법안을 채택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입수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의무를 추구하는 동시에 국제

적인 의무로써 지적재산권을 존중할 수 있는 투명하고 법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Transcript No. 98011205-212 of NPR Broadcast Show; Fisher and

Rigamonti 2005, 7 재인용).”

개정 통제 법안에서 제시하는 입수 가능한 의약품의 공급을 위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강제실시로 생산된 의약품을 특허권 소유자에게 허락 없

이도 수입하는 병행수입(parallel importing)을 의미하고, 둘째, TRIPS협정 31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서 특허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셋째로는 강제실시와 같이 특허권을 가진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지는 의약을 새로 개발하여 생산하는 복제약 대체

(generic drug substitution)를 허용함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건부 관료는 언론을 통해 일반 대중들이 남아공의 의약품이 

비논리적으로 비싸고, 그러한 고액은 우선적으로 수입 회사와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몰

아붙였다. 이후 남아공의 보건부 장관 주마 박사의 조언자인 이안 로버츠(Ian Roberts)

박사가 작성한 특허를 가진 의약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명백하게 공인하는 입법안을 제

출하였다. 이에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의 회원들이 지배

하는 의회의 하부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켰으며, 1997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는 ‘의약품 및 물질 허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

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할 권한과 에이즈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강제실시 권한을 보건부 장관에게 주었다. 이 법의 15(c)조는 남아공이 가격

차별 정책의 이점을 활용하고, 입수 가능한 가장 값싼 특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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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병행수입 제도를 인정했다(Fisher and Rigamonti 2005, 5).

2) 초국적 제약업자와 미국의 무역제재

남아공이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허락하는 법안을 개정하자, 미국의 제약회사는 

남아공 보건법 개정으로 성립된 15조 C를 강력하게 부정하였다. 개정법 15C는 “보

건부 장관이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해 입수 가능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조건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Control Amendment Act,

No. 90, § 10(a) (1997)”는 것이다. 또 15C(b)에서는 “보건부 장관이…어떤 의약품이 

그 구성에 있어 독특한 점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미 등록된 의약품에 대한 등록허가를 가진 사람이 수입하는 의약품에 이미 등

록된 의약품과 같은 특허 상표명(proprietary name)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초국적 기업과 미국은 이는 TRIPS협정이 정하는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의 규정을 

모두 어긴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하며 나섰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대표는 

“특허는 우리 산업의 생명의 피이고,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은 우리의 특허권을 도용

하였다(Russell, 1999).”라고 주장하며 특허의 침식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오직 복제

약산업일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제약업계의 주장은 의약을 병행수입할 경우에 “제약

회사가 단계별 차등가격 전략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The Lancet, 2001a).”고 법정에서 변론했으며, 제약회사의 대변인은 “병행

수입은 대부분 인도에서 수입될 텐데, 인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가 없기 때문

에, 이는 환자를 죽이는 것이고, 약에 대한 저항을 야기시키며 헛된 희망을 갖게 한

다(Russell, 1999).”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언론을 통한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초국적 제약협회는 의회와 무역대표부에 남

아공의 개정법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을 행사하였다. 남아공 대통령이 

의약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사의 알드리지 쿠

퍼(Aldridge Cooper)와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 협회(Th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의 하비 베일(Harvey Bale)은 미국무역대표

부 대표인 샬린 바셰프스키(Charlene Barshefsky)와 미국 상무부의 윌리엄 데일리

(William Daley)에게 남아공 법을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즉 남아공이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포함한 법 개정을 하는 것은 다른 개도국들에게도 비슷한 학습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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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강력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약업

계의 경우 연구개발에 따른 이익 회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지적재산권 보호

가 혁신적인 연구 중심 의약업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 주 남아공 미국대사인 제임스 조세프(James Joseph)는 남아공 의원들

에게 편지를 보내, 의약법 15조 C항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고, “미국정부

는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특허받은 제품에 대한 병행수입이라는 개념을 반대한다

(Fisher and Rigamonti 2005, 7 재인용)”고 명시하였다. 또한 1998년 2월, 미국 제약

연구 및 제조사 협회의 하비 베일의 영향을 받은 47명의 미 하원의원들이 무역대표

부 대표 바셰프스키에게 남아공의 개정법 15조 C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권고하였다. 이 편지에서 의원들은 남아공의 개정법은 “남아공에서 활동하는 제

약회사의 지적재산권, 이는 TRIPS협정에 보장되어 있고, 남아공도 서명을 했던 지적

재산권을 폐지(abrogate)시키는 것(Fisher and Rigamonti 2005, 7 재인용)”이라고 규

정하였다.

이들은 남아공의 개정법은 특허상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락하고 있고, 특허 기

술에 대한 행정적 도용을 허용하는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는 TRIPS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TRIPS협정 28조에 회원국은 병행수입을 금

지하고, 27조에 기술 분야에 기반한 특허권의 향유를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을 제시

하였다. 또한 남아공이 세계시장에서 설 자리를 찾는다면 국제 공동체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기회 창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 지적재산권 보호가 약해지는 

것은 해외직접투자를 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남아공 

정부가 보건 영역을 포함해서 평등한 사회적 개혁을 추구할 것을 권유하였다(Fisher

and Rigamonti 2005, Exhibit 12).

의회와 미국대표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더불어 초국적 제약회사는 직접

적으로 남아공을 법적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취하였다. 1998년 2월 18일, 미국 제약연

구 및 제조사협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남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아프리카의 제약사협

회(The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South Africa(PMA)외 39개의 

제약회사들42)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과 의회 의장, 지방의회 의장, 보건부 장

42) 소송에 참가한 제약회사들은 1) The Pharmaceutical Manufactureres' Association of South 

Africa, 2) Alcon Laboratories(S.A.), 3) Bayer, 4) Bristol-Myers Squibb, 5) Byk Madaus, 6) 

Eli Lilly, 7) Glaxo Wellcome(South Africa), 8) Hoechst Marion Roussel, 9) Ingellheim 

Pharmaceuticals, 10) Janssen-Cilag Pharmaceutica, 11) Knoll Pharmaceuticals South 

Afirica, 12) Lundbeck South Korea, 13) Merck, 14) MSD, 15) Novatis South Afric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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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외 6명, 총 10명을 상대로 남아공 프레토리아(Pretoria) 고등법원에 개정법의 위헌 

소송을 제기(Case No. 4183/98)했다. 이들의 주장은 남아공 정부의 15조 ‘의약품과 

관련 물질관리법(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Control Ac)t’의 강제실시와 병

행수입이 WTO의 TRIPS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약회사 연합이 남아공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1965년 제정된 의약

품과 관련 물질관리법(the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Control Act)에 추가 

조항을 넣어 1997년 개정법이 TRIPS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1997년 ‘의약품과 

관련 물질 관리법’에 추가된 조항은 공중의 보건을 보호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보건

부 장관이 강제실시를 발동하고 병행수입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었다. 국제적 제약회사들이 TRIPS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TRIPS협정 31조에 규정된 

강제실시의 조건들이다. 즉 강제실시가 비배타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조건에서 특허

권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법적 판단을 거쳐 승인된다는 규정이 빠져 있다는 것이었

다. 이러한 남아공 개정법의 모호성 때문에 남아공의 강제실시 규정이 TRIPS협정 31

조와 양립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Africa, 2002).

이때, CPtech의 제임스 러브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며,

지적재산권 추구로 인한 공익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과 논쟁이 있을 때는 

건강이 우선”이라고 명시하면서 논의를 공중보건에 맞추어 프레이밍하기 시작했다.

3)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부의 저항 조직

이런 상황에서 남아공 내부에서 TRIPS협정보다는 에이즈 치료에 접근할 수 있

는 권리를 강조하는 비정부조직들의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대미문의 에이즈 

사상자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여러 단

Novo Nordisk, 17) Pharmacia & Up John, 18) Rhone-Poulenc Rorer South Africa, 19) 

Roche Products, 20) Schering, 21) Schering-Plouch, 22) South Africa Scientific 

Pharmacueticals, 23) Smithkline Beecham Pharmaceuticals, 24) Universal Pharmaceuticals, 

25)Wyeth, 26) Xixa Pharmaceuticals, 27) Zeneca South Africa, 28) Bayer AG, 29) 

Boehringer-Ingelheim International GmbH, 30) Boehringer-Ingelheim KG, 31) 

Bristol-Myers Squibb Company, 32) BYK Gulden Lomberg Chemische Fabrik GmbH, 33) 

Dr. Karl Thomae GmbH, 34) Eli Lilly and Company, 35) F. Hoffmann-La Roche AG, 36) 

Merck KGaA, 37) Merck & Co., INC, 38) Rhone-Poulenc Rorer S.A. 39) Smithkline 

Beecham plc, 40) Oliver Cornish (www.saflii.org; 검색일: 201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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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국제적인 비정부조직과도 연합을 형

성하여 이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저항세력과 대항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중 남아공의 대표적인 조직이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이다. 사실 남아공 내에는 인종주의에 저항하고 인종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

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시민사회운동이 존재해왔다. 이 반인종주의 저항세력들이 

1994년 민주화 이후에 지적재산권 이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배경이 있다. TAC도 

이러한 배경을 가진 비정부조직 중 하나이었다. 이 조직이 형성된 된 계기는 1998년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에이즈로 인한 높은 사망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

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세우지 못 하는 것에 항의하며 15명이 케이프타운의 조지 성

당 앞에서 시위를 했다. 그날 이후 이 15명이 치료행동캠페인(TAC)을 조직하여 천 

명 이상의 지지자들의 서명을 받았다(Matthews 2011, 95).

치료행동캠페인(TAC)은 남아공 내의 다른 단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에이즈법 사업(AIDS Law Project), 에이즈 컨소시엄(AIDS Consortium),

아동권리센터(the Children's Rights Centre), 동성애자의 평등을 위한 국가연합(the

National Coalition for Gay and Lesbian Equality), 전국교육·보건 연합노조(the

National Education, Health and Allied Workers Union)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에

이즈 치료를 위한 의약접근권 운동을 조직하였다(Matthews 2011, 96).

여러 조직 중에 에이즈법 사업(AIDS Law Project)는 남아공 에이즈 환자의 인

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권 조직이다. 에이

즈법 사업은 치료행동캠페인과 함께 반인종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인식

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에이즈법 사업은 치료행동캠페인과 함께 

남아공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인권과 법, 에이즈에 대해 교육하고, 어떻게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지 훈련시킨다. 또한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접근을 이용하여 에이즈가 발생되는 원인으

로써 사회경제적 조건과 기타 조건들에 인권이라는 원칙과 관행을 적용한다.

그리고 치료행동캠페인(TAC)은 국제적 비정부조직과도 연합을 형성하였다. 그 

중 국경없는 의사회는 치료행동캠페인에 직접 에이즈 치료약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ARVs)를 제공했다. 그 외에도 호주의 에이즈 재단, 옥스팜, 남아공개발기금재단과 

연합을 형성하였다. 치료행동캠페인은 언론을 통해 인권을 위반한 정부를 고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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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직접 가난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인권을 추구할 능력을 기르고, 건강을 위한 

정치적 운동을 촉매하고자 했다. 따라서 치료행동캠페인은 인권이 표현하는 것과 인

권을 어떻게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연계해서 요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이들은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주된 목표로 삼았고, 이러한 능력은 미국의 사회단체로부터 

학습한 것이었다. 미국의 ‘게이건강위기(Gay Men's Health Crisis)’와 액트업

(ACT-UP)은 남아공의 에이즈 문제 발발 이후 1999년 치료행동캠페인의 간부에게 인

권적 접근방식을 훈련시켰다(Heywood 2009, 17).

4) 남아프리카 사례에 초국적 비정부조직의 결합

특허와 의약접근권 논쟁에서 1998년 이전까지는 주로 남아공  내부의 행정 관

료가 국제기구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해왔다. 1998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의약유용성에 대한 지적재산권 논의과는 주로 남아공의 공중보건 관

료가 주도했지만 특허와 의약접근권에 관한 논쟁에 국제비정부조직들이 결합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998년 1월 티모시 스탬스(Timothy Stamps) 짐바브웨 보건부 장관이 새로운 세

계보건기구(WHO)의 개정된 의약전략(a new WHO Revised Drug Strategy)에 ‘제약

과 보건 정책에서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중보건이 우선’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의안

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국제건강행동(Health Action International; HAI)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 세계 인구의 1/3이 의약품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

운 세계무역협정은 지역의 제조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발도상국에서 제약

품에 대한 접근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들 비정부조직들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미국 내부에 기반 한 소비자운동단

체(CPTech)와 보건과 건강에 관한 국제 비정부조직들이 결합하면서 ‘에이즈 치료를 

위한 의약접근권’이라는 공통된 인식과 규범에 기반 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형

성되었다. 국제비정부조직은 지역 국가에 진출해있는 지부들을 통해 지역 국가의 비

정부조직과 결합하여 지역정부의 보건정책을 바꾸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미디어를 통해 국제사회에 직접적으로 메세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택한 또 다른 전략이 바로 국제기구와의 결합이었다.

국제비정부조직들은 1998년 5월 51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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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가 TRIPS협정과 의약접근권에 관한 현안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큼 ‘아

주 중요한’ 지점으로 보았다. 미국과 유럽이 남아프리카의 의약품 관련 법개정에 반

대함으로써 총회는 매우 논쟁적이었다. 이 회의에 미국은 통상 협상가를 보냈지만,

남아공은 보건부 장관인 올리브 시사나(Olive Shisana) 박사를 보내, 미국이 실시한 

강제실시 사례를 증거로 발표했다. 남아프리카가 의약품 관련 법 개정이 상업적 이

익이 아니라, 공중보건이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비해 미국 대사는 무역문제

에 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개입하는지 문제를 제기

했다. 따라서 WHO 의장인 그로 할렘 브룬트란드(Gro Harlem Brundtland)는 이 문

제를 다시 WHO 이사회에 상정, 이 문제를 새로운 무역협정(TRIPS)과 의약품의 문

제로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관련 논의가 세계무역기구에서도 논의될 수 있음을 확인

해준 것이다. 이는 결정적 성취로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의 발판

이 되었다.

위와 같이 비정부조직은 남아공 보건 관료가 국제기구에서 의약품 접근의 논의

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활동도 했다. 1998년 2월, 남아

공 제약협회 회사가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고소한 이후부터 남아공 정부를 지지하고 

제약회사를 견제하기 위한 지구적 연합(coalition)이 형성됐다. 남아공 국내의 치료행

동캠페인이 인터넷을 통해 즉각적인 정보와 전략을 소통시켰다.

1999년 국경없는 의사회가 미디어를 통해 남아공 사례와 관련해서 ‘필수의약품

(essential medicines)’의 유용성 향상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국

제보건행동(HAI), 기술관련 소비자 프로그램(Consumer Project Technology), CPtech,

옥스팜 등이 남아공의 의약접근권 운동에 동참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다른 반 세

계화 시위자와 달리, TRIPS협정 자체는 지지했다. 다만 보건 치료 부분에 관해서만 

현재의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균형 잡힌 지적재산권 규제’를 주장했다.

에이즈 문제에 관해 비정부조직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2000년 7월 9일

부터 14일까지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13차 에이즈 학술회의이다. 에이즈 관련 학

술회의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된 것으로 당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서 만연하고 있는 에이즈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다. 이 회의에 전 

세계 12,000여 명의 의사, 보건 관련 국제기구 관료, 비정부조직 관계자, 학자들이 참

석해서 남아공의 에이즈 만연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의 구호는 “침묵을 깨자

(breaking the Silence)”로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소리 높여 이 문제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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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였다(Matthews, 2011).

남아공의 대통령 움베키는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에이즈

의 창궐은 단지 전염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빈곤은 아기들

이 백신을 맞지 못하고, 맑은 물과 위생을 제공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과 

치료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어떤 개발도상국에서는 건

강보호를 위해 국가가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4달러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잔돈보다도 적다. 또한 1993년 저개발국

가에서 기대수명은 43세였던 것에 비해 선진국의 기대수명은 78세이다(Mbeki,

2000).” 이러한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이익과 개인적인 물질적 보상을 먼

저 생각하는 가치체계보다는 인류의 연대와 같은 가치가 인간 행동을 지도하는 규율

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하였다.

한편 폐막식에서는 넬슨 만델라가 등장하여 전례 없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에

이즈 만연이라는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하였다. 당시 만델

라는 에이즈로 인한 아프리카의 사망자 수가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모든 전쟁과 기

아, 홍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이 연설에서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방법론보다는 인류의 생명에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하였다.

과학적 지식과 방법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적

재산권이 연구 개발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고, 더 발전된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보상

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에 따른 

과학적 기술의 발전보다는 현재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아공의 과학 공동체도 적절하지 않은 정치적인 개입과 지시에 방해받지 않

고 과학적 질문을 할 자유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에 의해 아

프리카 대륙의 보통 사람들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불균등한 재

앙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나 과학의 우선성에 대한 논쟁

은 잠시 뒤로 보류하고 지금은 고통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

고 나아가야 한다. 이는 단지 파트너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Mandel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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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델라가 강조하는 파트너쉽이라는 것은 “협의적인 의사결정과 공동의 

선을 향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지도력 

방식이었고, 이런 협의와 공동선을 향한 행동을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왔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당시에 만연하고 있는 에이즈의 위협에 맞서 서로의 차이를 극

복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서로의 노력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에이즈 치료접근 운동 단체인 액트업이 남아공 정부

에 에이즈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오류와 불평등을 수정할 수 있는 독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남아공이라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남아공은 전 대통령인 넬

슨 만델라의 지도력에 따라 인종차별정책으로부터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이룩한 도덕

적 정당성도 가지고 있고, 정부 스스로가 '에이즈를 새로운 투쟁'으로 정의한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2000년 5월 아프리카연합조직에서 "건

강이 사회경제적 발전의 권리와 기초를 구성한다"고 한 것처럼 현재 만연하는 에이

즈는 '공중보건과 발전 그리고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하였다(ACT UP, 2000).

액트업은 이 회의에서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

은행이나 세계통화기금, 그리고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추구하는 무역 자유화 정책은 

보건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액트업

은 미국 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내린 행정명령을 남아공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도상국에게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이 가능하도록 확장할 것을 미국 정부에 대해 요구

하였다. 유럽연합에도 비슷한 요구를 하면서 이러한 규정이 자비로운 어떤 '예외'가 

될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게 국제법으로 정해줄 것을 요

구하였다.

국제제약제조협회연합에는 이들이 추구하는 가격정책이 필수의약에 대해 시장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허 독점을 허락하여 결국은 전대미문의 질병과 죽음의 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필수적인 에이즈 의약품 가격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약협회에 대해서는 남아공 정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

을 요구하였다.

2. 3. '의약접근권' 규정: 세계보건총회

1) 확산을 위한 조직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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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에 개최된 51차 세계보건총회는 의약접근권을 주장하던 개발도상국들

에게는 중대한 기점이 되었다. 그 이전까지 개별 개발도상국들이 비정부조직의 힘을 

빌어 근근이 저항하고 있었다면 세계보건기구가 주최하는 총회는 TRIPS협정과 의약

접근권 갈등을 국제기구 수준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였

다. 이를 앞두고 비정부조직은 세계보건총회에 이 문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8년 51차 세계보건총회를 앞둔 5월 12일, 미국 내의 소비자 단체인 ‘기술관

련 소비자 프로그램(CPtech)’의 제임스 러브를 대표로 하여 법조계 및 대학 연구기

관, 그리고 국제비정부조직인 국제보건행동(HAI)의 국제, 아시아, 남태평양, 라틴아

메리카 지부의 조정관을 포함해 총 13명43)의 비정부조직 활동가들이 미국 국무부의 

지적재산과 경쟁부(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의 제임스 맥긴

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제임스 러브는 자신들이 건의하는 것은 지적재

산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니라 경쟁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규정할(framing) 것

인지에 대한 조언이라고 밝혔다. 공중보건 관료들은 복제약 경쟁을 증진시키려 하고,

상표와 특허 문제를 공중보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것인데,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 관련 규정은 너무 복잡해서 단순히 

‘더 많은 것이 더 좋다(more is better)’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독

점과 경쟁에 대한 규제진입 장벽은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정

책이 공중보건이라는 목적을 추진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CPTech,

1998).

43) 13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James Love, Director, 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 Bas 

van der Heide, International Coordinator - Europe; Dr. K. Balasubramaniam, International 

Coordinator - Asia South Pacific; Dr. Roberto Lopez, International Coordinator - Latin 

America Health Action International; Dr. Amir Attaran,  Malaria Project, Center for Study 

of Responsive Law(Washington, D.C.); Robert Weissman,  Co-Director, Essential Action 

(Washington, DC); Dr Patrick Bond, Senior Lecturer, Economic Policy,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Development Management(Johannesburg, 

South Africa); Niyada Kiatying-Angsulee, Chairperson of Drug Study Group, Drug Study 

Group (Thailand); Sumlee Jaidee, Chairperson, Health & Development 

Foundation(Thailand); Richard Laing, MD, MBChB, MSc,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Health, School of Public Health, Boston University; Llew J. Gibbons, 

Fellow, Franklin Pierce Law Center; Jerome Dumoulin, Institut de Recherche Economique 

sur la Production et le Developpement Universite Pierre Mendes France; Celine Gounder, 

Project Manager, Princeton Project 55 Tuberculosis Initiative(CPTec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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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에서 이들이 밝힌 것은 미국의 의약특허라는 것 대부분이 영리 기업의 

투자보다는  국가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Health)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 정부는 연간 140억 달러에 달하는 연구 자금을 국

가보건연구소에 지원하고 있지만 그 연구의 결과는 공중보건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

에게 대한 혜택이 되지 않고 영리 부문이 챙겨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국가보건연구소가 발명한 택솔(Taxol)이라는 항암

제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가 시장화했다. 즉 정부가 지원

하는 연구개발비는 시민들의 세금인데, 그 세금의 결과는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1998년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택솔의 등록에 필요한 ‘불

공정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301조로 ‘감시 대

상국‘으로 선정한 점도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택솔에 대한 등록 자료

는 1997년 12월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보다 긴 보호기간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왜 택솔과 같은 국민의 세금에 기

반한 정부 지원 발명품이 남아공과 같은 가난한 소비자들이 있는 국가에서 복제약의 

형태로 활용될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필수 건강보호 수준을 증진하

는 것이 공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 참석하는 많은 참여자들이 WHO가 TRIPS협정의 보건 관

련 보고서와 다른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고서가 기존 제약협회와 산업집단의 로비에 

의해 제공된 편향된 정보를 교정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따

라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세계보건기구의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을 권유하였다(CPTech, 1998).

미국 국무부 관료에게 편지를 보낸 다음 날인 1998년 5월 13일 제임스 러브는 

미국 식품의약청(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스튜어트 나이팅게

일(Stuart Nightingale) 박사에게 또 다시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러브는 “제약

과 보건 정책에 있어 상업적 이익보다 공중보건 이익이 우선한다.”는 세계보건기구

의 개정된 전략을 제거하려는 미국이 의도를 비판하였다. 미국이 내세우는 TRIPS협

정 자체에 공중보건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제한조치(safeguard)가 있다는 논리는 그 

제한조치가 특허기간이 끝나는 20년 이후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특허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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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되고 있는 20년 동안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망을 방치한다는 점

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클린턴 정부가 무역과 건강문제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중 

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리고 보건 관료들이 

제약회사의 변호사와 로비스트들에 의해 얼마나 편향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며, 제약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특허 의약품이 사실은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Love, 1998).

2) 세계보건총회의 토론 내용: 의약접근권 합의

1998년 5월 51회 세계보건총회는 TRIPS협정과 의약접근권에 관한 인식과 태도

를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이 보건총회에서는 국내 제약정책의 발전과 이행을 

지지하는 ‘개정된 의약품 전략(Revised Drug Strategy)’을 보다 진전된 방향에서 진

행되었다. 이전의 시장 정보의 흐름, 의약 기준에 대한 지침과 의약정보 모델인 세계

보건기구의 ‘의약품 증진을 위한 윤리적 기준(WHO Ethical Criteria for Medicinal

Drug Promotion)’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이 회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은 개정된 의약품 전략으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새로운 무역협정인 TRIPS협

정이 지역의 제조능력과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인정하고, 공중보건 정책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전략을 개

정하였다. 51차 세계보건총회가 채택한 결의안의 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인구의 1/3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세계무역협정은 지역의 제조 능력과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질 낮은 의약품

의 원재료와 최종생산물이 국제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는 상황을 고

려할 때, … 의약품과 보건 정책에서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중 보건에 우선적 

지위를 보증하고, TRIPS협정하에서 개발도상국이 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필

수의약품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WHO, 1999).

그러나 이 개정된 의약품 전략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였다. 즉 지적재산권에 

대해 비슷한 이익을 갖고 있는 미국과 유럽 내의 국제제약제조사협회연합과 유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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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제조산업협회는 지적재산권보다 보건이 우선한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

서 1998년 4월 3일, 브뤼셀에서 열린 113차 국장급 회의(Deputy Meeting)에서 이 문

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이 보건의 증진에 충돌된다

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보건을 지적재산에 우선해서 고려할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집행이사회가 추천한 내용에 대해 남아프리카 국가들(짐바브

웨이, 말라위, 스와질란드, 레소토는 강하게 지지한 반면 다른 국가들의 입장은 강하

지는 않았다.)은 강하게 지지했지만, 다른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은 반대하였다. 개

정된 의약품 전략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절차적 

해결을 통해 중재가 이루어졌다. 즉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행동은 1999년까지 연기

되었고, 그 동안 이사회가 실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위임되었다.

유럽연합은 세계보건기구의 결의안인 ‘개정된 의약품 전략’이 WTO TRIPS협정

의 이행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원국 사이에 일치된 접근을 유지하도록 

추구하였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것은 개정된 전략에 ‘높은 수준의 건강 보호’가 회원

국과 공동체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TRIPS협정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이것이 지적재산

권 보호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적재산권은 효과적인 특허 보호를 통해 ‘건강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1998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지적재산권과 보건에 관한 ‘임시 실무그룹(ad

hoc working group)’이 설치되었다. 이 임시 실무그룹 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은 기존

의 “제약과 보건 정책에 있어 지적재산권보다 보건이 우선한다(to ensure that

public health rather than commercial interests have primacy in pharmaceutical

and health policies)”는 규정이 지적재산권과의 비교 없이 단순히 “제약과 보건 정

책에서 공중보건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to ensure that public health interests are

paramount in pharmaceutical and health policies)(WHO, 1999)”로 수정되었다. 이 

임시 실무그룹의 안건이 5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이 애

초의 집행이사회가 제안했던 원안에 반박하며 지적재산이 공중보건 이익 추구에 충

돌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수정된 안에 동의하며, 이 안건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부정하였다. 제임

스 러브가 또 다른 비정부조직인 ‘핵심적 행동(Essential Action)’의 로버트 바이스만

(Robert Weissman)과 1998년 12월 17일 미국 식품의약청의 나이팅게일 박사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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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 것에 따르면, 나이팅게일은 수정된 안을 지지하고, “이 안이야말로 무역과 

연관된 공중보건과 관련한 사안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

한 합의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CPTech, 1998b).

한편 남아공은 유엔에 파견한 대사관 격인 ‘남아프리카 영구 임무(South Africa

Permanent Mission)’의 의장 피터 구센(Peter Goosen)이 세계보건총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평을 발표하였다. 이 논평에서 피터 구센은 임시 실무그룹이 제안한 수정안이 

공중보건 원칙의 우선성을 밝혔다는 점에 환영을 표했다. 한편 다른 회원국들이 제

기한 남아공에서 의약접근권 이슈가 왜 간절한 이익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남

아공 헌법을 거론하였다.

우리 헌법은 이 정부와 미래의 모든 남아공 정부가 질 높은 건강보호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해야 하고, 이는 정의상으로 안전과 구입 가능한 필수의약

품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다른 국가에게는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성취가능하고, 정부로써 이는 

우리가 헌신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에는 모든 남아프리카 공화

국인은 안전하고 구입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Goosen,

1999).

남아공은 이러한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규범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병행

수입과 비배타적인 강제실시도 발동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며 병행수입과 강제실

시의 정당성을 TRIPS협정과 유럽법에 근거해서 설파하였다. 즉 구센 의장은 특허권

의 국제소진이 TRIPS협정에 금지되어 있지 않고, 특허권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 그 근거로 유럽연합도 병행수입을 행하고  있고, 유럽법(European Law)에도 

병행수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역 생산을 위한 강제실시는 TRIPS

협정에서도 허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남아공은 민주주의의 역사도 짧지

만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의 충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남아공의 

헌법과 TRIPS협정 자체의 규정과 유럽법을 근거로 드는 등 법적 권위와 규범을 설

득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또한 남아공은 세계보건기구가 출판한 ‘지구화와 의약 접근(Globalisation and

the Access to Drugs)(WHO/DAP/98.9)’을 논의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에

는 입수 가능한 의약품을 보장하는 전략들이 담겨져 있었고, 이러한 전략은 세계지



- 152 -

적재산권기구와 WTO의 전문가들이 인증했다고 주장했다(WHO, 1998). 이와 같은 

전문가에 의한 인증과 출판은 제약정책과 국제 보건 및 무역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

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51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약물 전략에 개정안을 내고 이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

을 비롯해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반박한 다음, 1998년 10월 12-16일 사이

에 임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임시 실무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

의 사무총장인 그로 할렘 브룬트란드는 “공정하고 평등한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세계보건기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WHO 사무총장은 

국내 의약 정책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헌신이 WHO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 ‘국내의약정책(national drug policies)’과 ‘필수의약품(essential drugs)’은 

1975년에 개도국에서 의약품의 유용성, 비용, 질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처

음으로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공중보건 용어로 채택한 것이었다. 그 이후 1981년에

야 비로소 이 개념을 이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실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의약정책’과 ‘필수의약품’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보건

기구가 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WHO 1998, 67).

특히 51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쟁이 가장 격렬했던 부분은 새로운 무역협정인 

TRIPS협정과 의약품 사이의 문제였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이 있고,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흔히 무역과 보건의 관계에서 세계

보건기구는 단지 건강과 관련한 규범과 기준을 세울 때 기술적인 전문가나 세계기구

를 대표하는 위임자의 역할로만 볼 때가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관료는 WTO

내의 무역상 기술 장벽협정(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동식물 위생과 관련

한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을 관리하는 위원회에 참관인(observer) 자

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 참관인 자격은 WHO 관료가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위원회

에 개입할 수도 있고, WHO 회원국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협정을 이행하

는데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WHO 1998, 70).

브룬트란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밝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의약접근’이었

다. 의약접근에 대한 불평등이 너무 심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임을 밝혔다. 불평등을 

보여주는 예로 선진국에서 약사 한 명당 담당하는 사람이 2-3천 명인데 반해, 개도

국에서는 약사 한 명당 담당하는 사람이 백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1년 동안 

에이즈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선진국의 경우 선진국 물가로 따졌을 때 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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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월급에 해당하고, 그마저도 정부의 환급을 받는 것에 비해, 개도국에서 에이즈 

치료에 드는 비용은 30년 간의 수입과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렇게 공중보건 정책에 있어 심각한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의약품은 중요한 공중보건정책 수단이자 무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WTO와 WHO 사

이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협력의 과정은 두 기관이 서로 상

대방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WHO는 지적재산권이 새로운 의약

을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혁신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WTO도 무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의 문제를 좀 더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이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대안으로 WTO의 의장과 WHO의 의장은 

서로 회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의견의 

조화를 이루어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외에도 공중보건정책의 발전에 관

심을 갖고 있는 비정부조직과 다른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 집단과도 파

트너쉽십을 형성하여 협력할 것과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

(UNICEF)와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와 같은 정부 간 기구와의 협력도 제안

하였다.

한편 세계무역기구의 대표로 참석한 아드리안 오텐(Adrian Otten)은 TRIPS협정

에서 제약 특허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였다. 이 연설에서 오텐이 강조한 

것은 TRIPS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항만으로도 공중보건정책을 취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TRIPS협정이 규정하는 특허성(patentability)은 그 자체로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TRIPS협정을 채택한 회원국들은 발명에 대한 

적절한 노출(disclosure)에 의지하는 특허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노출이 사회

계약의 핵심인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공공연하게 유용하게 하는 특허

를 구성하기 때문이다(WHO 1998, 79).

또한 TRIPS협정 자체에 과학과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나 공공이나 비상업적 목

적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해 반

경쟁적이어도 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강제실시를 인정하는 융통성 있는 조

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특허의 보호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관적이고 

비차별적인 보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화와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

이기에 TRIPS협정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세계무역기구 측이 

두려워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조처가 TRIPS협정 자체가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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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적 정합성을 침식하는 것이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인 사우스센터(South Centre) 대표인 

카를로스 코레아(Carlos Correa)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주

장하였다. 그의 논리는 TRIPS는 통일법(uniform law)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즉 

TRIPS협정은 각 국가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동일한 법규정이 아니라 각 국가가 자

국 수준에 맞게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융통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WHO 1998, 87). 특히 TRIPS협정 8조는 협정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할 때, ‘공중보

건’의 보호를 위한 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조항과 27조에 규정한 건강과 관련한 특

허의 예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은 특허성과 발명을 배제할 수 있다. 즉 건

강 보호를 위해 자국의 영토를 상업적 착취로부터 막을 수 있다(TRIPS 27조 3항 

(a))”는 조항이 그 대표적인 융통성 사례라고 밝혔다(Correa, 2006).

또한 TRIPS협정의 이행이 개발도상국이나 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설파하였다. 또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에서 특허의 영향을 관찰한 결과 가격이 71% 상승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특허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입장에

서 내세우는 지적재산권의 효과로 지역 혁신,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기술이전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반문하였다(Correa, 2006).

또한 자파 밀자(Zafar Mirza)도 국제건강행동(HAI)의 대표로 지구적 수준의 무

역 자유화는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더 부정적인 효

과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제약회사의 상업적 이익이 공중보건의 목표를 

보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건강행동은 이 둘이 반드시 상충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각 정부는 무역을 공적 이익의 관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WHO 1998, 89). 그리고 국제건강행동이 국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응으로 추천하는 것은 효과적인 국내 의약정책을 개발하고 필수의약품 목록을 채

택하라고 권유하였다. 또한 영국의 에이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병행수입이 약값을 

41%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병행수입 역시 시행할 것을 추천하였다.

이에 반해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 대표인 하비 베일은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

해서는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혁신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

조하였다. 혁신은 부국의 사치품이 아니라 질병과 싸우기 위한 수단이고, 혁신을 장

려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때 제약산업은 보다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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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으로써 특허제를 포

함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용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등 연구 중심으

로 발전한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그러면서 TRIPS협정의 규칙이 지구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국제적 기업은 각국에 기반한 회사와 손을 잡고 위조의 만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WHO 1998, 93).

무엇보다도 베일은 대다수의 신약을 상업적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신약은 새로운 합성물을 발견한 것부터 환자에게 의약품으로 전달될 때까지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부담에 대한 보

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신약의 발견에 있어 핵심적

이라고 주장하였다. 거기에 더해 개발도상국과 비정부조직이 주축이 되고 세계보건

기구가 주창하고 있는 ‘의약접근’은 단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즉 의약접근이 힘든 원인은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빈곤 관

리와 조정의 문제, 자기 치료에 따른 오용, 건강관리를 위한 공적 지출의 낮은 수준,

기본 하부구조의 결핍, 재정적 자원의 분배가 열악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의 

결과이지, 단지 특허권의 발동에 따른 약값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제 복제약 제조연합(International Generic Pharmaceutical Alliance)은 복

제약이 개발도상국에게 필수의약품 정책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복제약

이 기여하고 있는 공헌은 경쟁을 자극하고, 가격을 낮추며 현실적으로 의약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방법은 강제실시와 선진 복제약 등록과 이행 기간을 국가 발전 정도에 따라 차

별을 두는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복제약 제조연합은 병행수입에 대해서는 반대

를 표했다. 병행수입은 특허기간 동안에 이익폭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원조자에게 

복제약보다는 더 위협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원조자는 이러한 병행수입이 나

오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한 가격(subsidized price)’으로 몇 년 동안 새로운 의약

품을 개도국에게 제공해줄 것을 권유하였다.

3) 지속적 연계: 2000년 학술회의

2000년 7월 9일부터 14일까지 남아공의 더반에서 13차 AIDS 학술회의가 개최되

었다. 에이즈 관련 학술회의로써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된 것이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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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만연하고 있는 에이즈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 것이

었다. 이 회의에 전 세계 12,000여 명의 의사, 보건관련 국제기구 관료, 비정부조직 

관계자, 학자들이 참석해서 남아공의 에이즈 만연과 관련해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의 구호는 “침묵을 깨자(breaking the Silence)”로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소리 높여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였

다(Matthews, 2011).

남아공의 대통령 움베키는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에이즈

의 창궐은 단지 전염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빈곤은 아기들

이 백신을 맞지 못하고, 맑은 물과 위생을 제공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과 

치료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어떤 개발도상국에서는 건

강보호를 위해 국가가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4달러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지 선진국에서는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잔돈보다 적다. 또한 저개발국가에

서 기대수명은 1993년에 43세였던 것에 비해 선진국의 기대수명은 78세이다(Mbeki,

2000).” 이러한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이익과 개인적인 물질적 보상을 먼

저 생각하는 가치체계보다는 인류의 연대와 같은 가치가 인간 행동을 지도하는 규율

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하였다.

한편 폐막식에서는 넬슨 만델라가 등장하여 전례없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에

이즈 만연이라는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하였다. 당시 에이

즈로 인한 아프리카의 사망자 수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전쟁과 기아, 홍수로 인

해 사망한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만델라는 이 연설에서 과학

적 지식과 과학적 방법론보다는 인류의 생명에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하였다. 과학

적 지식과 방법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적재산

권이 연구 개발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고, 더 발전된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보상이라

고 주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에 따른 과학

적 기술의 발전보다는 현재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었다.

남아공의 과학 공동체도 적절하지 않은 정치적인 개입과 지시에 방해받지 않

고 과학적 질문을 할 자유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에 의해 아

프리카 대륙의 보통 사람들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불균등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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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나 과학의 우선성에 대한 논쟁

은 잠시 뒤로 보류하고 지금은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

고 나아가야 한다. 이는 단지 파트너쉽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Mandela, 2000).

따라서 만델라가 강조하는 파트너십은 “협의적인 의사결정과 공동의 선을 향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지도력의 방식이

었고, 이런 협의와 공동선을 향한 행동을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왔다고 역설하

였다. 따라서 당시에 만연하고 있는 에이즈의 위협에 맞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서로의 노력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2. 4. 대항규범의 분출 

1) 反 신자유주의 초국적 시민운동: 시애틀 시위

위와 같이 지적재산권 협정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공중보건을 둘러싼 위기 상

황과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스페셜 301조를 이용한 미국의 무자비한 무역소송은 이에 

저항하는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미국 내의 소비자 단체를 조직하고 이끌

던 CPtech가 처음으로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 문제를 제

시하였다. 이후 보건 문제와 관련한 비정부조직들이 결합하면서 이 문제를 ‘의약접근

권(access to medicines)’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규범적 틀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지적재산권 레짐 하에서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채택하는 공중보건 정책이 어떻게 지적재산권 레짐을 위반하는 것이고, 어떠한 처벌

을 받는지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통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남아

프리카공화국 외에도 에이즈 치료를 위한 복제약 생산과 관련해 소송 당한 국가로 

태국, 브라질, 인도 외에도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있었다. 나아가 TRIPS협정이 포함

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 이후에 의약품 분야 이외에도 농업, 환

경, 분쟁해결절차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WTO 장관급회의가 열리는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무역 질서에 반대하는 초국적인 수준의 대규모 시위가 조직되었다. 시

애틀 시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WTO가 선진국의 이해만 대변할 뿐 남반구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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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상국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실망감이 내재되어 있었다.

애초에 WTO가 체결될 때,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IMF나 세

계은행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합의를 했지만, 남반부 정부는 

WTO의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되었다. 핵심적인 논의는 ‘녹색방(green-room)’이라고 

불리는 폐쇄된 곳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이상 ‘the Quad’)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나면 비밀 합의를 이 4인방의 압력에 가장 취약한 남반부 

회원국들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낸 것이다. 따라서 남반부 정부는 WTO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Smith, 2002).

시애틀 시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조직은 이전에 국제무역과 다자적 금융정책에 

반대하면서 동원된 것이다. 거기에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AFL-CIO), 소

비자 단체(가장 유명한 것은 네이더의 Public Citizen), 그리고 북미 환경조직이 캐나

다-미국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 기간에 무역 자유화 반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

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자 조직인 AFL-CIO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이 미국으로 진출함으로써 

발생한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하락과 직업안정성의 문제로 시위에 참여했다.

그 외에 수많은 비정부조직이 동원되었다. 그 중에 CPtech의 창시자 중 한명인 

제임스 네이더가 조직한 ‘공중시민(Public Citizen)’도 참여했다. 이 조직은 1971년에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비정부조직으로, 이 조직은 미국 내의 ‘국민들의 목소리

(People's Voice)’44)를 자임한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슈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미국

의회 감시, 에너지 프로그램, 세계무역 감시, 그리고 건강 연구팀과 소송 관련 팀으

로 나뉘어있다. 지적재산권 레짐이 갖고 있는 건강관리의 문제를 최초에 제기한 

CPtech의 창시자가 설립한 또 다른 미국 내 비정부조직이 시애틀 시위에 참여함으

로써 포괄적인 反WTO 이슈 중에 WTO 내 개발도상국의 건강관리 문제가 함께 제

시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의약접근권’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한 초국적 비정부조직은 에이

즈와 관련한 현재의 분쟁은 공중보건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언론을 적극적으

로 이용했다. 1999년 11월 25-26일 시애틀 WTO 장관회의 전날 암스테르담에서 필수

의약품(essential drugs)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TRIPS협정과 공중보

건의 갈등에 관한 ‘암스테르담 선언(Amsterdam Statement)’45)을 발표했다. 이 암스

44) http://www.citizen.org/Page.aspx?pid=2306

45) http://apps.who.int/medicinedocs/en/d/Jh1461e/1.4.html#Jh1461e.1.4(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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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담 회의를 조직한 단체는 국제보건행동(HAI), 국경없는 의사회(MSF), CPtech이

고, 이 회의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50여 개국에서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 

세계의 13억 인구가 하루 1달러에 못 미치는 돈으로 살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20%가 80%를 소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

한 문제로는 1,700만 명의 인구가 전염병으로 죽고 있으며, 3,300만 인구가 에이즈로 

고통을 겪고 있고, 7-800만 명이 결핵을 앓고 90%의 전염병 감염자는 개발도상국에

서 나온다고 했다. 더구나 이러한 전염병 치료약의 80%를 20%의 인구가 소비하고 

있고, 결핵이나 호흡기 질환과 같은 전염병 치료약에 대한 연구 투자는 전체 연구 

투자의 0.2%에 불과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이 논의에서 이들은 시장이 적절한 가격의 의약품을 제공한 것도, 전염병에 필

요한 의약품 개발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모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시장의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필요한 것은 정

치적 행동(market forces alone will not address this need: political action is

demanded)”이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다음 WTO 회의에서는 특허권자와 지적재산

권 규제하의 시민들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

다. 이 회의에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의 

대표들을 비롯, 네덜란드와 태국 정부 인사 및 비정부조직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50

여 개국 300여명이 참석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이 선언의 핵심은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주창한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생명

을 살리는 의약’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암스테르담 선언에서는 WTO에 의약접근에 관한 상임 실무그룹(a standing working

group)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실무진은 반드시 WTO 내에 신설되어 무역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 공중보건을 위한 틀을 

짜기 위해 WTO협정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관

련 국제조직도 실무그룹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30조 하에서 개발도상국이 강제실시권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고

자 할 때도 그로 인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복제약의 강제실시를 허용할 것과, 의

약 연구를 위한 특허권의 예외를 적용하여 복제약에 대한 연구와 소개를 지속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HAI, MSF and CPTec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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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들은 WTO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자

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시애틀 장관 회의 이전에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크게 지리적 표시,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조치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 분야에서 요구사항을 표했다. 그 중 지

적재산권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크게 TRIPS협정의 이행기간의 연장과 선진국이 약속

한 기술이전 이행이었다. 먼저 WTO협정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차별 조항

(Special and Differential provision)’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TRIPS 이행

과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이 5년 내에 기존에 없던 법 규정을 제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급진적 변화이며, 이를 5년 내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TRIPS협정의 이행기간을 늘려줄 것과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도도 다르게 적용하도록 요구하였다.

개도국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무역 이익을 증진하

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요구했다. 특히 이 기술이전 약

속은 TRIPS협정 7조와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진국의 의무사항이었다. 그 구체적인 

이행조치로써 TRIPS협정 66조 2항은 선진국은 저개발국가에 기술을 이전할 기업과 

기관에 대해 유인을 제공할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 조치의 실행을 

요궇는 한편 의약품 특허권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 

목록에 대해서는 특허에서 제외해 줄 것과 개발도상국이 갖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WTO, 2000).

그러나 선진국은 TRIPS협정이 새로운 기술개발과 관행에 효과적이고 중립적으

로 대응해줄 것과 정부가 특허를 적용하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TRIPS협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WTO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시애틀 

각료회의가 실패로 끝남에 따라 빈국이 농업 보조금 삭감을 통해 미국, 유럽, 일본으

로 농업품 수출을 증가시킬 협상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WTO 사무총장 무어(Director General Moore)는 1999년 11월 30일 시애틀 시위

로 혼란했던 3차 회의를 정리하면서 ‘시애틀 회의는 성공하게 되어 있다(Seattle

conference doomed to succeed)’는 제목의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다. 그는 시애틀 시

위를 조직한 사람들이 빈곤, 사회정의,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해 시위에 나선 것이

라면 옳지만 그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WTO로 돌리고, WTO가 비민주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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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시위자들이 주창하는 反 WTO가 

모든 자본에 반대하고, 전진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베를린 장벽’이 다시 세워지

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는 이전 시기에 대공황과 그로 인한 폐쇄가 파시즘과 

맑시즘이라는 두 전제정치(tyrannies)를 낳았고, 또 냉전과 열전이라는 두 번의 전쟁

을 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같은 폐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가 주장하는 바는 UN, IMF, World Bank, GATT, WTO라는 국제기구는 과거와 같

은 파국을 막고 평화롭게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 건축으로, 부유

한 국가들이 더 가난한 국가의 구매력에 의지하게 되는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개발도상국은 개방된 무역체제를 통해 수출을 위한 시장에 더욱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

(de-globalisation)’라고 주장했다.

2) 남아공에 대한 제재철회: 미국 내부의 압력

미국 국내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를 지지하는 연합이 형성되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다이앤(Dianne Feinstein)(D-CA)은 그의 동료 러스(Russ

Feingold)(D-WI)와 함께 CPTech의 롭 바이스만(Rob Weissman)의 도움으로 1999년

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에이즈에 관한 의약 접근에 대한 안건이 TRIPS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미국이 이들의 법과 정책에 맞서는 것을 금하는 개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2000년 5월, 이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다이앤 의원은 아프리카와 캐

리비안 국가와의 무역 자유화 안건에 대해 의사진행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논설을 통해다이앤 의원의 입장에 동조하면

서, “제약회사가 에이즈는 예외적인 질병이며 이것이 지적재산권의 규칙을 약화시키

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Washington Post 2000, A18)”고 역설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권리옹호그룹(Advocacy group)인 액트업(ACT UP)은 

1999년 여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고어의 선거캠페인에 시위 형태로 참여

해 선거캠페인을 반복적으로 방해했다. 즉 당시 고어는 민주당 대선후보 당내경선에

서 경쟁자 빌 브래들리(Bill Bradley)를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의 선거구

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했다. 빌의 선거구에는 초국적 제약연구 및 제조업협회

(PhRMA)에 소속된 회사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고어 역시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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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정치적 입장이었다. 따라서 고어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논의를 받아들였는

데, 이것 때문에 액트업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액트업은 “고어의 욕심이 사람을 죽

인다(Gore's Greed Kills)”라는 표어를 걸고, 고어의 선거캠페인 앞에서 시위를 했으

며 이것이 TV중계를 통해 생방송으로 나가면서 선거캠페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Sell, 2003).

이후 고어는 의회 내 흑인 코커서스의 제임스 클리번(James E. Clyburn) 의원에

게 정책 변화를 알리고, 일주일 후 클린턴 행정부는 남아공 강제실시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변경했다. 고어를 대선후보로 내세우고자 했던 클린턴 행정부는 2000년 5월 

10일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값싼 에이즈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일 

목적으로 특허의 강제실시나 특허 의약품의 병행수입과 같은 합법적인 전략을 채택

하는 것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가 방해 압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는 행정명

령(executive order 13,155)을 발표하였다(CRS 2001, 19).

이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낮은 가격의 약을 쉽게 구입

할 수 있는 것을 침해하는 특허 받은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1974년 무역법의 행정조항 301-310에 따라 미

국은 협상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적재산법이나 정

책의 개정이나 폐지를 추구할 수 없다. 즉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법이나 

정책이 에이즈 의약이나 의학적 기술에 접근하고자 할 때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라

고 명할 수 없다.(Executive Order 13,155)”는 것이다. 2001년 2월 부시 행정부의 미

국무역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졸릭이 클린턴의 행정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남아공 뿐 아니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 관련 의약접근권이 균등

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협회의 대표인 앨런 홀러는 클린턴의 행정명령에 불만을 

표하였다. 그는 클린턴의 처리방식은 “지적재산권을 차별하고 의약품을 지나치게 부

각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으며, 이로 인해 현행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예외를 발동할 길이 열렸다. 에이즈가 중대한 사안인 점은 인정하지만 

지적재산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고 주장하였다(PhRM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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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규범의 확산

TRIPS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비정부조직은 새로운 대항규범으로 의약접근권과 건강권을 제시하면

서 문제를 재규정하였다. 이들은 지적재산권은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인데 반해 

의약접근권은 공적 이익이자 보편적인 권리로 규정하였다. 이들이 내세운 규범은 이

익이라는 결과의 논리보다는 지적재산권이 공중보건을 침해하는 상황이 행위의 규칙

으로써 적절하지 않다는 적절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

중보건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비정부조직과 국제기구들이 함께 연합을 형성하였으

며, 무엇보다 공중보건의 보호가 사활적인 이익인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도 연

합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중보건정책을 옹호하는 강력한 행위자로써 브라질이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재규정하면서 이 이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사적 이익과 인권이

라는 정당성 경쟁이 되었다. 이익과 정당성이라는 경쟁의 구도에서 인권 규범이 갖

고 있는 정당성의 힘, 규범적 힘이 기존의 연합 구도를 변화시켰다. 그 예로 인권이

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 기반 한  유럽연합은 이 문제가 인권의 문제

로 프레이밍이 되고,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자 지적재산권의 보호보다는 공

중보건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유럽연합의 입장 전환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 연합과 공중보건 보호 연합 사이의 구도를 변화시켰고, 그

것이 결국 도하선언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3. 1. 브라질의 인권 프레이밍 전략 

브라질은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룬 이후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를 헌법적으로 

중대한 국가정책으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브라질 내에 에이즈가 만연하면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했고,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 치료를 중대한 국가보건정

책 과제로 상정하였다. 그 이후 브라질이 채택한 강제실시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 

“브라질은 에이즈 위협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인 공식을 만들어낸 개발도상

국(Rubin 2001, A7)”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브라질의 강제실시 이후 미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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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소송을 당한 이후에는 브라질은 TRIPS협정 하에서 강제실시를 강행하는 것은 

협정의 위반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담론을 형성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

다. 그 과정에서 브라질은 국제보건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담

론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논의 자체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확산되도록 하는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 브라질 공중보건정책 실시

브라질에서 에이즈는 1983년 처음 진단되었고, 이후 1988년까지 세계에서 감염

사례가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브라질 정부가 에이즈 치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

하기 시작한 것은 민주주의 이행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1988년 헌법을 통해 브라질 

시민들에 대한 건강과 건강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게 된 것을 에이즈 치료

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화로 인해 1980년 후반부터 1990

년대 초반까지 브라질 국내의 비정부기구들의 에이즈 치료 운동은 국가가 에이즈의 

예방과 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브라질 비정부기구

는 에이즈에 대응하는 공공정책의 열악함은 인권과 시민권 위반이라고 의미 규정했

다. 이에 1993년 보건부가 에이즈 치료를 제공하고 복제약 항바이러스제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치료에 대한 브라질 보건부와 의회의 자금

이 부족한데다 건강 인프라도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에이즈 치료가 별 효과가 없

었다. 그러나 1996년 브라질 의회가 9.313법(‘Sarney's Law’라고 알려진)을 통과시키

면서 브라질 내에 에이즈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에이즈 치료를 위한 보편적인 무상

의료 접근을 보장해주었다. 이러한 무상 의료적 접근은 세계은행이 브라질의 에이즈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5조 달러를 대출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브라질은 이 

대출자금으로 역학조사와 함께 공중보건을 위한 제반 여건을 발전시켜 이후 에이즈 

관련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촉진제가 되었다(Nunn et al. 2009).

브라질은 에이즈 관련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기반의 초국적 

제약회사인 멀크(Merck & Co.)에서 에파브린즈(efavrinz)를 매년 4,730달러에 구입하

고, 또 다른 미국 기반 초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스위스의 호프만 라로쉬 회사가 

공동으로 특허권을 갖고 있는 넬피나비르(nelfinavir)라는 의약품 특허를 매년 7,100

달러에 구입하였다(Thomas 2001, 13). 그러나 2000년 후반 브라질 정부는 이 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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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에 대한 가격이 인하되지 않을 경우, 브라질 기업이 이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Peterson and Rohter 2001, A4). 이에 따라 미국과 브라

질은 강제실시 조항이 브라질 특허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에 대해 7개월 간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협상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브라질의 산업법을 TRIPS

협정의 위반으로 WTO에 제소하였다.

2)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무역소송 제기

2001년 1월 8일, 미국무역대표부는 브라질을 상대로 WTO에 공식적인 무역소송

을 제기했다. 브라질의 1996년 산업재산법(Industrial Property Law) 68조가 TRIPS협

정 27(1)조(특허 관련 조항)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산업재산법 68조는 특허권의 유지

를 위한 요건으로 ‘국내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해외 기업들은 3년 이내에 

브라질 내에서 특허를 획득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강제실시

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수입과 달리 국내 생산이 이뤄진다면 해당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브라질로서는 국내실시가 중요하였다(Thomas

2001, 14).

한편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업협회(PhRMA)는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특허를 ‘국

내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브라질 특허법 조항을 반대하도록 미국무역대표부를 압박하

기 시작했다.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협회 입장에서 브라질 특허법 조항을 다른 개도

국이 따라할 우려가 있고, 수입을 통해 향유해 오던 권리를 TRIPS협정 27(1)조 해석

을 통해 제한받을 염려가 있었다. 미국 제약 연구 및 제조협회(PhRMA)는 이 사안에 

대해 브라질이 고집을 부린다면서, “세계무역기구 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

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국의 소송에 대해 옥스팜의 원로 정책자문관 마이클 베일리(Michael

Bailey)는 “이는 미국이 브라질과 개도국에 대해 자신이 정의해놓은 지적재산이라는 

선을 넘어갈 경우, 법원에서 패줄 것이라는 일종의 체계적인 협박(Sarah 2001, 14)”

이라고 논평하였다. 또한 영국의 의학잡지인 더 란셋(The Lancet)은 “미국이 이 사건

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건에서 길길이 분노한 것만큼 국제공동

체로부터 분노를 살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브라질을 도덕적 승자

로 만들 것(The Lancet, 2001b)”이라고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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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라질의 강제실시를 통한 양자협상

브라질은 강제실시를 발동하겠다는 위협을 다국적 제약회사와 합리적인 의약품 

가격을 협상하는데 지렛대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에이즈 치료약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로슈(Hoffman-La Roche)와 머크(Merke)를 상대로 한 협상 카

드로 활용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브라질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에이즈 의약품에 

대한 국내실시를 시행한 2001년 이후에 전체적인 약값이 엄청나게 인하했음을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6. 복제약 경쟁의 효과>

출처: MSF, “Too Little for Too Few” briefing document, 16 International AIDS

Conference, Toronto, August 2006.

브라질의 강제실시 발동이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한 미국은 브라질

에 대한 입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였다. 2001년 2월 9일, 미국무역대표부의 조세

프 파포비치(Joseph Papovich)가 브라질의 비정부조직인 '치료옹호그룹(Treatment

Advocacy)'과 '게이 건강위기(Gay Men's Health Crisis)'의 대표 그레그 곤잘베스

(Gregg Gonsalves)에게 미국이 제기하는 소송은 의약접근에 관한 건이 아니라, 수입 

상품이 지역 생산물과 차별받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편

지는 브라질의 두 비정부조직이 미국무역대표부의 대표인 로버트 졸릭에게 보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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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편지에 대한 응답이었다. 원래의 항의편지는 곤잘베스가 졸릭에게 미국이 브라질

을 상대로 한 무역분쟁은 공중보건 정책을 위반한 것이니 철회할 것을 요청한 압박

편지였다. 이에 로버트 졸릭이 파포비치에게 대신 응답할 것을 부탁한 것이다. 즉 미

국무역대표부는 인권위원회의 압박과 세계보건기구의 압력, 그리고 전 세계적인 비

정부조직의 저항에 굴복하고 TRIPS협정 위반으로 고소했던 안건을 차별대우조항으

로 변경하면서 소송을 피하려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특허법

에 강제실시 조항을 명시한 것은 71조이고, 미국이 소송을 걸고 있는 68조는 강제실

시에 대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브라질을 강제실시 조항으로 제소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였다(Pavovich, 2001).

4) 브라질의 프레이밍 전략: 인권 문제

브라질은 이와 같이 미국을 상대로 강제실시 전략을 구사해 직접적으로 제약회

사에 위협이 될 만한 전략을 취하는 것과 동시에 다자적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강제

실시는 공중보건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그를 통해 연합을 형성하기 시작

하였다.

먼저 2000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브라질 대사는 에이즈와 관련한 약값을 낮

추기 위해 ‘에이즈: 전염병에 직면하여(HIV/AIDS: Confronting the Epidemic)’ 라는 

제목의 안건을 제출하였다. 이 안건은 프랑스와 짐바브웨, 남아공의 지지를 받았으

나, 다국적 제약산업협회와 미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좌절되었다. 이런 맥

락에서 2001년 미국에서 TRIPS협정 위반의 명목으로 분쟁이 제기되자, 필수의약품에 

접근에 대한 국제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브라질의 행

정 관료들은 이 문제를 순수한 경제문제로 취급할 경우 실패가 자명하기 때문에 유

엔인권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할 전략을 세웠다(Nunn A.

el., 2009). 전직 브라질 대통령인 페르난도 카르도소(Fernando Cardoso)는 당시에 브

라질이 국제기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당시 국제 정치 기후가 개도국의 에이즈 치료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강도높은 남-남 협동(South-South Collaboration)을 포함하는 브라질 전략을 

실행하게 되었다. 우리의 전략이 개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진국과 제약산업의 강력한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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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인 지원을 모

색하는 것이었다(Nuun et el. 2009, 135 재인용)”

브라질의 보건부 장관인 호세 마르코스 비아나(José Marcos Viana)는 브라질의 

전략을 필수의약품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바꾸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브라질의 전략은 에이즈 약물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을 여러 유엔의 기관들

과 연계해서 방어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비정부기구와 언론과 협력하여 국제 

여론을 바꾸고 우리의 입장을 방어해야 했다.…이러한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유엔인권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

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우리의 결의안을 유엔 기관을 통해 확산하

자는 생각은 국제여론을 우리의 입장에서 형성하는데 중요하였다. 인권위원회

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기록함으로써 압력을 

가했다. 우리의 생각은 보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함께 국제여론을 획득하

는 것이었다. 그 전략은 미국 정부와 싸움을 통한 힘의 균형이 아니었다. 미

국과 무역 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정부가 그들의 정책을 

바꾸고, 미국의 여론을 바꾸고 나아가 세계의 여론을 바꾸는 것이었다(Viana

2005; Nunn et al. 2009, 136 재인용).”

2001년 4월, WTO 도하회의가 열리기 전에 아프리카 그룹을 이끄는 짐바브웨가 

필수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특별 세션을 열자고 제안하였다. 브라질과 남아공, 태국에 

대한 에이즈 의약 접근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은 후에 TRIPS 이사회는 지

적재산권과 의약접근권 충돌과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회의에서 브라질은 

‘TRIPS 융통성(TRIPS flexibilities)’을 주요한 캠페인으로 내세웠다. ‘TRIPS 융통성’이

란 개발도상국이 TRIPS협정을 이행할 때, 특히 공중보건과 관련한 이슈일 때 더 많

은 융통성과 관대함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덧붙여 브라질이 행한 중요 전략은 필수의약품 접근에 관해 유엔 인권위

원회(UN Commission of Human Rights)에 ‘에이즈와 같은 전 세계적 전염병의 맥

락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AIDS)’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의 경제사

회문화권리위원회(UN Committe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14차

례 일반 논평(General Comment)과 함께 발행했다. 특히 에이즈의 치료는 신체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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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구적 필수의약정책에 미친 브라질 정부의 리더십>

Institution Date Resolution or agreement Policy implication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April 2001

Access to medication

on the context of

건강권에는 의약품에 관한 접

근, 특히 에이즈 치료약품을 포

신적 건강을 책정할 때 성취되어야 할 높은 성취 기준으로써의 권리이고, 따라서 국

가는 에이즈를 보유자 개인들에게 유용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CESCR 2000). 이 안건에 대해 미국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표결에는 기권함으로써 

찬성 51표, 반대 0표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Nunn et al. 2009, 137).

이 결의안의 통과에 대해 미국 대표는 “브라질의 68조는, 보건과 관련된 이유로 

강제실시를 허락하는 71조와 구분되어야 한다. 68조에는 에이즈 의약의 생산과 공급

의 기초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미국 유엔대사인 조지 무스(George

Moose)는 “전 세계적 만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 정당한 책임성인지 의문이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적재산권 보호의 유효

성은 어디에 갔는지…이것은 결국 미래의 치료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연

구에 대한 투자를 막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공중보건정책은 나쁘다(US Delegation,

2001)”고 발언했다.

이 결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결의안이 채택된 한 달 후 

2001년 6월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에

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2001년 6월 25일, 브라질과 미국은 공동 합의문(joint communication)을 발표했

다. 이 합의문에서 미국무역대표부는 브라질을 상대로 한 세계무역기구 분쟁 사건을 

취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브라질의 개정법 68조를 해석함에 있어 미국 회사

가 가진 특허에 대해 미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강제실시권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또한 미국무역대표부의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은 “세계무역기구 분쟁

을 계속하는 것은 양국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가장 건설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며,

특히 브라질은 강제실시를 실제로 발동한 적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분쟁 취하를 정

당화하고자 했다(Sel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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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UNCHR)

pandemics such as

HIV/AIDS

함한다는 것을 알림.

국가는 에이즈와 같은 

pandemic에 대한 의약기술과 

의약접근을 증진의 요구

World Health

Assembly

(WHA)

May 2001
WHO medicines

strategy

WHA에 인권과 의약접근을 연

계

국가는 에이즈를 포함한 의약

품의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행하도로 권유

전 지구적 의약값 감시체계의 

개발을 주도

WHO는 ARVs를 2002년 필수

의약품목에 추가

WHA May 2001
Scaling up the response

to HIV/AIDS

에이즈, TB와 말라리아와 싸우

기 위한 국제기금 창출을 추동

에이즈치료에 대한 복제약약품

의 사용과 분배촉진

UNCHR June 2001

The impact of TRIPS

agreement on human

rights

브라질의 에이즈 치료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천

지적재산권을 알림과 동시에 

개도국이 적정한 가격으로 의

약품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가

지는 딜레마를 강조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UNGASS)

June 2001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의약품 접근이 근본적인 인권

문제임을 재확인

정부로 하여금 에이즈 약품과 

가격의 제공과 관련한 요인을 

제시하도록 부추김

에이즈 치료에 가장 접근 가능

한 기준제공을 요구

국제법내에서 국내의 혁신가와 

복제약산업의 개발을 촉구
United Nations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WTO

August

2001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정부에 다른 경제정책과 협정

보다 인권의 우선성을 환기

WTO November Doha Declaration on 공중보건 위기시에 정부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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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제실시권을 가짐을 재확인

국가적 위기를 구성하는 권리

가 정부에 있음을 확인

WHA May 200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novation and

public health

개발도상국에서 지적재산권규

제의 공중보건 함의를 조사하

는 독립된 임무를 창출

WHA May 2006

Public health,

innovation, essential

health research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wards a 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개발도상국에 건강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공공정책과 

전략 개발을 위한 수행집단이 

최정점에 달함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Health(IGWG)창출

IGWG가 2008년 정책추천제시

IGWG의 정책추천이 2008년 

WHA의 Global Strategy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해법에 포

함

출처: Nunn A. et al. “Changing global essential medicine norms to improve

access to AIDS treatment: Lessons from Brazil," Global Public Health 4: 2, March

2009, 138.

3. 2. UN인권위원회와 연합

브라질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해 TRIPS협정이 강제실시와 충돌

하고 있다는 점과 강제실시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기 위

한 전략으로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는 에이즈와 관련한 강제실시와 TRIPS협정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브라질이 제출한 ‘에이즈와 같은 

전 세계적 전염병의 맥락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이 2000년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f Human Rights; UNCHR)에서 채택에 실패하였

다. 이후 이 결의안은 유엔의 경제사회문화권리 위원회가 이를  14차례 일반 논평과 

함께 발행했다. 특히 “에이즈의 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정할 때 성취되어야 

할 높은 성취 기준으로써의 권리이고, 따라서 국가는 에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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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유용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CESCR 2000. 이 안건에 대해 

미국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표결에서는 기권함으로써 찬성 51표, 반대 0표로 결의안

은 채택되었다(Nunn et al. 2009, 137).

이 결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 결의안 채택 한 달 후인 2001년 

6월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에이즈에 관한 의약접근권을 다루는 것이 기존에 세계보

건기구나 유엔에이즈기금(UNAIDS)이 다루었던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

단하였다(UNCHR 2001, 3). 이 보고서는 지적재산권과 인권이라는 두 권리의 차이에 

입각해서 인권이라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의 우선성을 강조하였다. 즉 지적재산권은 

정부가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잘 정의된 기준에 의거해서 승인하는 것이고, 따라

서 특혜가 가깝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은 양도 불가능하고 보편적이며, 국가에 의

해 승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이 상위에 있다는 설명이었다(UNCHR 2001,

6).

지적재산권과 인권의 충돌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5조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27조이다. 이는 모두 기술적 혜택에 대한 접근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

권에 관한 보편선언 27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고, 기술적․문화적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이고, 2항은 “모든 사람은 그

가 어떤 과학적, 문학적 혹은 예술적 산물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도덕적 물질적 이

익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두 조항은 각기 보편적인 새로운 지식에 관해 공중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과 

작가와 발명가와 같이 이 지식을 만든 사람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 사이에 적절

하게 균형을 이룰 것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발명가

에 대한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공중보건이라는 공적 이익이 침해를 받는 상황으

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경제사회문화 권리 15조의 맥락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이익에도 손상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강

조하였다. 이는 ‘비엔나 선언과 세계인권 회의의 실천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Conference)이 내세운 “인권이 정부의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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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다(human rights are the first responsibility of governments)

(A/CONF.157/23)”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비엔나선언과 실천계획을 통해 

인권이 어떠한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TRIPS협정 자체도 공중보건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TRIPS 7조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실행은 의무와 권리의 균형으로 사회

경제적 복지의 관점에서 기술혁신과 기술의 전파가 있어야 할 것을 전제하였다. 또

한 TRIPS 8조도 공중보건과 영양을 위한 조치를 각 정부가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다. 이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TRIPS협정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유인을 

규정해 혁신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TRIPS협정 자체에는 

인권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것은 단지 예외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

다.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에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착목하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TRIPS가 국가의 자율성을 침식한다고 판단했다. TRIPS협정 이전에는 국가

가 자발적으로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기술에 대한 보호 정도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TRIPS협정 체결 이후 모든 형태의 기술 보호 의무를 강제하기 때문

에, 국가가 자신의 발전전략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특히 TRIPS가 

초점을 맞추는 기술의 보호는 주로 선진국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TRIPS협정을 떠나서 자국의 발전 정도에 따라 기술을 보호할 지 말 

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개발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에서 정당화하였다. 즉 “국가는 의미있는 개발에 자유롭고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로 이룬 이익의 배분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모든 국민과 개인의 안

녕을 향상시킬 의무와 권리가 있다(UNCHR 2001, 8)”는 개발권의 규정에 입각해 자

국의 공중보건을 향상시킬 것을 추천하였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특허권과 관련해서 신약 개발이라는 의약품 연구 중심 

논리와 의약접근 논리가 충돌할 때, 실천적 융통성을 보일 것을 권고하였고, 경제·사

회·문화적 권리(ICESCR) 12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최상의 건

강 기준에 도달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의약접근권을 옹호할 것임

을 명시하였다. 이에 더해 유엔 일반논평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ICESCR) 12조 

2항에 “국가는 전염성, 풍토성, 직업적 질병의 방지와 치료, 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모든 국가는 이러한 질병의 방지와 치료, 통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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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 기술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특허는 경제

적 보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윤을 내지 못하는(unprofitable)’ 질병에 대한 연구

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가 건강보호 의무를 위반할 때는 다른 

개인, 집단, 기업이 다른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거나 규제하지 못하기 때

문에 국가가 공중보건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UNCHR 2001, 11-12).

이러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보고서 채택에 이어 유엔 총회(General

Assembly)도 2001년 9월 2일 ‘에이즈에 대한 헌신 선언(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2000년 11월 긴급 사안으로 에이즈 문제에 

대한 검토에서 채택된 55/13 결의안을 다루기 위해 2001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6차 특별 회기를 회합하여 논의된 사안들을 채택한 것이다. 유엔총회는 에이즈 문

제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침식하는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도전(UNGA 2001, 1)”으

로 규정하였다. 이는 2001년 4월에 아프리카 연합조직이 회합한 아부자 선언(Abuja

Declaration on HIV/AIDS, Tuberculosis and Other Related Infectious Diseases)의 

영향을 받아 유엔총회가 이 문제를 수용하고 확대한 것이었다.

아부자 선언은 2001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아프리카 연합조직(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OAU)이 나이지리아의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여 에이즈와 결핵 등 

아프리카 대륙에 번지는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결의

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아프리카 연합조직은 이 심각한 전염병의 상황이 빈곤과, 열

악한 영양조건, 저개발이 취약성을 높인 점을 인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질병의 만

연은 건강상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발전,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 식

량 안보에 예외적인 위협이고, 또한 이는 나아가 아프리카 국민의 생존과  기대수명

에 위협을 가하는 지구적 위협으로 인식하였다(OAU, 2001).

따라서 자체적인 문제 해결을 대안으로 2000년에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아프

리카 합의와 행동계획(African Consensus and Plan of Action)’을 통해 아프리카 자

체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각 정부는 매년 

예산의 15% 이상을 보건 관련 부문에 추가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연합

조직은 이러한 자체적 노력을 넘어 이 논의를 국제적으로 확대하고자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에이즈기금(UNAIDS),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조처(ECA)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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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국제 비정부조직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에이

즈를 보유한 사람들 외 많은 사회세력들과의 협력 등 다차원적인 협력 전략을 추진

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OAU, 2001).

이와 같은 아프리카 연합조직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에이즈계획과 같은 국제기

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엔 일반총회의 결의안도 채택된 것이다. 유엔총

회는 에이즈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의 표명과 함께,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에

이즈 문제는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 정치적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심각

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엔총회도 에이즈의 문제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표명하였다. 결의안에 “에이즈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문제로 인식(UNGA 2001, 9)”할 

것을 요구하였다.

3. 3. 도하선언 채택

1) 도하선언 전: 약값 인하 노력

이와 같이 남아공에서 TRIPS협정과 의약접근의 충돌로 시작된 논쟁은 국제 비

정부조직과 국제기구와의 연합을 통해 의약접근을 공중보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는 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국의 심각한 에이즈의 만연

을 치료하기 위해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보건법을 개정하자, 이를 TRIPS협정의 위반

이라고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분쟁을 제기하고 미국이 무역제재를 가하면서 전 세계

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에 기반한 소비자 운동단체와 국제적인 

보건관련 비정부조직이 결합하면서 이 문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핵심적인 논의로 확

장이 되었다. 한편 브라질도 자국의 국민을 에이즈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무상으로 에이즈 치료약을 공급하는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브라질은 직접적으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고 복제약을 생산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과 충돌하는 공중보건 정책을 보호하

기 위해 이 논의를 유엔인권위원회로 상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논의되던 공중

보건 차원에서 의약접근권을 옹호하던 담론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제기구들이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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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였다. 2000년 5월, 5개의 유엔 기구(국제연합 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

(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에이즈기구 (UNAIDS))

가 5개의 제약회사(베링거 잉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브리스톨아이어스 스퀴

브(Bristol-Myers Squibb), 글라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멀크(Merck & Co.),

호프만 라 로쉐(Hoffmann-La Roche), 후에 아보트 연구실(The Abott Laboratory))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에이즈 치료와 관리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기

로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를 통해 '의약접근 촉진안(Accelerating Access Initiative)'

을 발표했다. 의약접근 촉진안은 원래 아프리카 국가들이 발의한 것을 유엔 사무총

장인 코피 아난이 1999년에 응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의장인 브룬

트란드의 지지도 획득했다(DG Trade, 2001).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의장의 발의에 대

해 유엔의 5개 기구와 5개 초국적 제약회사들인 합류하면서 2000년 5월 본격적인 프

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80여 개의 국가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이 중 39개의 

국가가 의약접근을 위한 국가 계획을 증진하고 있었고, 제약회사와의 회담을 통해 

19개의 저개발국가46)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을 제공하는데 합의를 이루었다.

또한 몇몇 기업은 정부와 비정부조직, 사적 부문과 보건관련 조직에 자신의 의

약품을 인하된 가격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는 2개의 큰 집단

(Economic Community of Western African States(ECOWAS), Caribbean

Community(CARICOM))으로 합쳐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에이즈계획의 지원을 받아 

개별 제약회사와 협상을 진행했다.

의약접근 촉진안은 에이즈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수입세와 의무를 면제

해 주었다. 어떤 국가는 에이즈 감염을 치료하는 1년치 복제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

품을 295달러에 제공받았다. 2001년 12월에는 의약접근 촉진안을 통해 항레트로바이

러스 의약품의 가격이 원가의 10-20% 수준으로 삭감되어 저개발국에 제공되었다. 이 

계획을 통해 19개 아프리카 국가에 27000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WHO․UNAIDS, 2002).

그러나 아프리카의 국내 재정만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조달을 감당하기가 불가

능했다. 보건과 사회 서비스라는 기반시설에 대한 더 폭넓은 투자 없이는 불가능했

다.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유엔총회의 특별 회기에서 유엔이 에이즈 치료에 헌신

하겠다고 선언한 그 선언문에서 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즉 에이즈 바이러스를 

46) 바바오스, 베넹,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카메룬, 칠레, 콩고 공화구, 코트 디부와르, 가봉, 온두라

스, 자마이카, 말리, 모로코, 로마니아, 르완다, 세네갈, 크리니다드 & 토바고, 우간다,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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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에이즈와 싸우는 통합적 부분이고, 따라서 항레트로바

이러스 치료는 통합적 관리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치료적 접근

을 지지하면서 에이즈, 결핵과 말라리아와 싸우기 위한 국제기금이 조성되었다. 세계

은행도 2001년에 아프리카를 위한 다국적 에이즈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에이즈 관리

와 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비정부조직과 개발도상국, 국제기구의 연합으로 형성된 의약접근권 운

동 진영은 에이즈 의약품의 약값을 줄이고,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벌여왔다. 1998년 유엔에이즈계획과 코트디부와르 보건부는 제약회

사와의 토론을 통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을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추진

하는 결의안(Drug Access Initiative)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의 채택으로 이전에 연

간 1인당 12,000달러에 육박하던 3중 치료재의 가격이 이 연간 10,000달러 이하로 떨

어지게 되었다. 이후 2000년에 브라질이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복제약을 생산한 이후

로는 급격히 약값이 떨어져 연간 4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후 5개의 유엔 

기구와 5개의 초국적 제약회사 사이에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결의안인 ‘의약접근 촉

진안(Accelerating Access Initiative)’을 통해 제약회사가 약값을 원가격의 90% 수준

으로 삭감하고, 국제기금이 형성되면서 약값은 인하되었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가

격 인하를 이끈 것은 브라질의 복제약 강제실시와 인도의 복제약 씨플라(Cipla)가 

강제실시로 생산되면서부터다. 이후 연간 소요되는 약값은 20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2001년 2월 인도의 복제약 생산업체인 씨플라(Cipla)는 아프리카 국가에 3가지 

에이즈 약품을 1년에 일인당 600달러에 판매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복제약에 의

한 약값 인하는 가격 경쟁을 가져와 대형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멀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GlaxoSmithKline and Merck, Bristol-Myers Squibb)가 남

아프리카에 대해 약값을 극적으로 낮추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부사장인 존 맥골

드릭(John McGoldrick)은 약값 하락은 이윤과 특허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과 엄청난 

질병에 관한 것으로 특허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초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저(Pfizer)는 ‘의약접근 촉진안’에 동참하기보다는 

2000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독자적인 실행을 발표하였다. 즉 남아공 에이

즈 감염환자 중에서 기회감염성의 진균감염자를 돕기 위한 디플루칸(Diflucan) 약을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양을 기부했다. 이 이전에 액트업(ACT UP)이 화이자의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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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앞에서 디플루칸 가격 하락과 복제약 생산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

었고, 남아공 치료접근캠페인(Treatment Access Campaign; TAC)의 재키 아흐마트

(Zackie Achmat)가 태국에서 디플루칸 복제약을 여행 가방에 담아 불법적으로 가져

오는 운동도 있었다. 이에 남아공 의약품 통제국(Medicines Control Council)은 활동

가들에게 복제약을 수입해 오는 것을 허락하는 법적 면제를 부여했다. 화이자가 남

아공에디플루칸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은 2001년 4월에 시작되었다(Devereaux, 2006).

2001년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초국적 기업이 남아공에 대한 제소를 철회하기 

일주일 전에,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무역기구는 노르웨이에서 ‘필수의약에 대한 가격 

차별화와 재정 워크숍(Workshop on Differential Pricing and Financing of Essential

Drugs)’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노르웨이가 공동후원자를 맡았고 각 정부 대표와 

세계보건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관료들, 제약회사 관계자, 복제약 생산회사, 비정부기

구들(CP Tech, HAI, MSF)들은 가국의 구매력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가격 차별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당시 저가의 상품이 

고수입의 선진국으로 역전해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기술적 문제와 저개발로 

인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의약품을 제공해야 

하는 정치적 문제가 교차하는 문제로 가격차별화를 인식하였다(WTO & WHO 2001,

2). 이 보고서에서는 가격차별화가 시장 기제와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가격차별화를 통해 의약품 특허를 보호하

는 특허제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자적 

무역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더욱 자유화할 수 있게 된 것을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에이즈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노력과 

개발도상국의 강제실시에 의한 복제약의 생산, 비정부조직의 직접적인 압력에 의해 

제약회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일련의 흐름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에이즈 의약품의 가격은 이전 특허에 의해 보호되던 수준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들었

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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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아프리카에서 세 가지 치료에 드는 일인당 연비용>

Source: UNAIDS, Report of the Executive Director, 2000-2001, Doc. No.

UNAIDS/PCB(12)/02.2, 33 (May 3, 2002)

이와 같이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점증하는 여론의 압박과 국제기구의 다양한 결

의안들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약값을 인하하려고 노력했다. 그러

나 많은 비정부조직은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약값 인하 전략을 비판하였다. CPTech

의 창립자인 네이더와 제임스 러브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장인 브룬트란드에게 약값 

인하 방안은 강제실시 캠페인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전체적으로 강압적인 지적재산

권 정책을 빈국이 채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

다. 또 에이즈 약값을 하락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복제약 생산의 성공이

었고, 가격차별화 정책은 이러한 복제약 생산의 성공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Nader, 2001). 실제적으로 ‘의약접근 촉진안’은 에이즈 문제의 표면만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방안에 따라 출범 1년 후에 인하된 가격의 약을 

받은 아프리카인은 2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복제약을 생산한 브라질

에서는 2001년에 115,000의 환자가 정부의 주도 하에 항바이러스제를 지급받았다. 이

는 실제로 복제약 생산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약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들은 여전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약법

에 대한 소송을 지속했다. 2001년 3월 39개의 남아프리카 제약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남아공 프레토리아고등법원에서 개회되었다. 이 재판이 대해 국제비정부조직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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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서구의 부유한 다국적 회사가 재산권에 대항하여 개발국가 전체가 엄청난 공

중보건의 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겨루는 재판전쟁”으로 규정하였다. 비정부조

직들은 높은 약값이 제약연구와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회사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회사의 연구개발 예산은 마케팅 비용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또 에이즈 약

품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 일부는 공적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남아공 치료접근캠페인

의 아흐마트(Achmat)은 “d4T, ddI, ddC와 같은 중요한 항레트로바이러스제(ARVs)

의 특허는 미국 정부나 학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47)” 고 밝히면서 영리 기업이 주

장하는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기반 자체를 부정하였다. 옥스팜과 국경없는 

의사회는 남아공 시내에서 시위를 주도했고, 국경없는 의사회는 남아공 법원에 일반 

시민들의 25만 명의 서명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또 치료접근캠페인은 법원

에서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의 자격을 부여받아 법정에서 CPTech를 통해 전해 

받은 약 재료의 원가와 제약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의약품의 특허가 실은 정부 주

도의 연구에 기반한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The Independent 2001, 20). 이에 더해 

주류 언론들 또한 제약업체에 비판적이었다. 거기에 더해 유럽연합과 세계보건기구,

프랑스의 국립 AIDS 협의회는 재판을 앞두고 남아공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비정부조직들, 국제기구,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초국적 제약회사의 제소

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소한 39개의 국제적 제약협회

연합은 결국 2001년 4월 19일 남아공 정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모든 법적 비용

을 지불하였다. 이에 대해 CPTech의 제임스 러브는 “이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큰 

승리이다. …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질적인 승리보다는 덜 하다

(The New York Times 2001, A6)”라고 평가했다. 또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회장인 

장 피에르 갈니어(Jean Pierre Garnier)는 “우리는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대기업의 대중의 여론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의사결정의 

배경이다(The New York Times 2001, A6)”고 응답했다. 또한 다른 기업 평론가인 헤

만트 샤(Hemant Shah)는 “이는 기업의 홍보에 재앙이었다. … 이 남아공 사건을 계

기로 앞으로 의약기업이 공중보건과 관련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제소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었다.(The New York Times 2001, A6)”고 밝혔다. 이는 비정부조직과 활동

가(campaigner)와의 협력을 통해 저개발국이 거대한 다국적 기업연합을 상대로 승리

47) www.accessmed-msf.org(검색일: 201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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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둔 거의 드문 사례이었다. 제약회사에게는 세계의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일

정 정도의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는 그들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The Lancet, 2001a).

2) 도하선언

이와 같이 남아프리카의 의약품 관련 법개정에서 시작된 TRIPS협정의 지적재산

권과 공중보건의 충돌은 2001년 11월 WTO 장관급 회의에서 ‘TRIPS협정과 공중보건

에 관한 도하선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이 채택

됨으로써 일단락됐다. 즉 도하선언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됐던 ‘강제실시’가 가능한 

예외상황으로써 ‘국가위기’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와 강제실시가 TRIPS협정을 위반하

는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마련했다.

도하선언에서는 “TRIPS협정은 회원국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수단

을 금지해서도 금지할 수도 없다.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승인할 권리를 가지고, 어

떤 상황에서 강제실시가 승인되는지를 결정할 자유도 가진다. 또한 각 국가는 국가 

위기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외 다른 

전염병이 공중보건에 있어 국가위기에 포함될 수 있다(WTO, 2001e)”는 규정을 명문

화했다.

이는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의 문제가 충돌을 할 때는 공중보건 문제가 우선하

면, 공중보건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

가 크다. 따라서 도하선언은 기존에 초국적 기업과 선진국의 입장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만을 강조하던 방식의 규율에서 전환해 공중보건에 관하여 개별 국가가 위기상

황을 판단하고 공중보건을 위한 강제실시라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국가주권을 인

정한 것이다.

도하선언의 채택에 대해 의약접근권을 주창해왔던 활동가들은 도하선언은 개발

도상국의 승리이며 이 논쟁에서 지적재산권과 무역과 연계해서 공중보건이라는 것이 

재규정(reframed)되었다고 보았다. 브라질의 외무부 장관 첼소 라퍼(Celso Lafer)는 

도하선언문이 TRIPS협정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공중보건에 우호적인 새로운 관점

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CPtech의 제임스 러브는 이 선언문을 “캠페인의 가장 위대

한 순간, 우리는 행복(euphoric)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선언문은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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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연하게 주창했던 원칙이 문서상으로 고이 간직되는 순간, 또한 공중보건의 

보호와 의약품 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한 TRIPS협정의 보호규정의 완전한 사용에 대

한 WTO회원국의 권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제약산업 대표자들도 공

식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약연구협회(PhRMA)의 의장 알란 홀머(Alan

Holmer)는 도하선언이 세계무역협정 내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케 한 것은 전혀 없으

며 WTO 규정에 대한 법적 변화가 아닌 정치적인 선언으로 보았다. 화이자의 회장

인 헨리 맥킨넬(Henry McKinnell)은 도하전쟁은 의약 개발자의 약을 지속적으로 복

사하기 위한 인도의 복제약 제조업자에 의해 공적으로 만들어진 캠페인으로 보고,

이는 화이자의 이윤에 ‘영(zero)’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Devereaux, 2006).

그러나 국제 제약연구 및 생산연합 의장인 하비 베일(Harvey Bale)은 이를 1970

년대와 1980년대에서 놀랄만한 전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즉 초기에는 ‘4인

방(Quad)’ 즉,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가 GATT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개발도상

국이 함께 힘을 모아 WTO 내에서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 변화는 

비정부조직 활동가들의 영향에 기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즉 도하선언은 ‘분

기점(a turning point)’인데, ‘국제무역 협상에서 힘의 균형에 있어서의 현저한 전환’

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지적재산권 레짐 하에서 에이즈가 만연하자 공중보건의 문제와 

TRIPS협정 내의 특허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지적재산권 레짐이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초국적 기업과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적재산권

이 자유무역의 중요한 규범이며, 이를 통해 기술이전과 시장 확대, 투자유치라는 이

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그 당시에는 지적재산권 규범이 갖고 있

는 효과나 여파를 잘 알지 못하던 개발도상국들이 강압에 못 이기고, 또한 이익을 

기대해 TRIPS협정의 체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TRIPS협정이 체결된 이후 약속된 

이익은 실현되지 않고, TRIPS협정에 맞게 자국의 국내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하는 

이행 의무만을 갖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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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에 에이즈가 만연하자 지적재산권 규범이 갖는 모순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 에이즈의 발병지역은 주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브라질, 인도, 동남아시아 순으로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거의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제약회사에서 생산되었고, TRIPS협정에 규정된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의 허

락 없이 의약품을 생산하는 강제실시 정책을 실시하고자 했을 때, 미국이 이를 

TRIPS협정의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의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

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즉 지적재산권이 행동의 규칙으로써 갖는 적절성

에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이 상황이 갖는 인지적 불일치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지적재산권이라는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의약접근권이라는 적절성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새로운 규범으로 

규정한 것은 비정부조직이었다. 미국에 기반한 소비자 운동단체인 CPTech의 랄프 

네이더와 제임스 러브가 초기에 초국적 제약회사가 주장하는 논거를 비판하면서 지

적재산권이 갖는 논리적 허구를 지적하였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근거는 에이즈와 같

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랄프 네이더와 제임스 러브의 조사에 따

르면 초국적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과반수가 정부의 연구자금을 지원받은 

것이거나 정부가 특허권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것인데, 기업이 특허권을 소유함으로써 약값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CPTech의 논거는 지적재산권이 기존에 주장해 온 정당성을 일거에 반박하는 것

이었다. 지적재산권에 대항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권리로써 의약접근권과 건

강권은 공중보건 관련 초국적 비정부조직인 국제보건행동(HAI)과 국경없는 의사회

(MSF), 옥스팜(Oxfam)과 결합하면서 국제적인 수준의 옹호네트워크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지적재산권보다 의약접근권과 건강권이 갖는 행동 규칙으로써의 적절성과 정

당성에 기반해서 공중보건의 보호를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로 

연합을 확장했다. 또한 이들은 개별적으로 대항했을 때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힘으로 

밀리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광범위한 연합을 형성해나갔다. 자국민

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보건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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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TRIPS협정의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자, 초국적 비정부조직

이 이 사례에 개입하였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물론 아프리카 집단과 연합하

면서 전 세계의 여론을 향해 TRIPS협정이 갖고 있는 모순을 폭로하고, 이에 대항해 

그들의 주장을 의약접근권이라는 규범으로 재규정하였다.

이후 브라질이 공중보건정책을 시행하다가 또 다시 미국에 의해 TRIPS협정의 

위반으로 제소되면서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재규정되었고 공중보건의 보호를 주

장하는 연합은 더욱 확장되었다. 브라질은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는 저개발국과 달

리 복제약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무역소송에 대항

해 강제실시를 발동하였다. 브라질의 복제약 생산은 제약시장의 약값을 떨어뜨렸고,

이를 두려워한 미국과 초국적 제약회사는 약값을 인하하는 방책을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브라질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기보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

함으로써 인권이라는 규범적 힘이 강한 규범에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이슈를 프레이

밍했다. 브라질의 이러한 전략은 유엔총회에서 에이즈 문제에 대한 의약 접근권을 

인권의 차원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특별선언문을 채택하게 만들면서 영향력을 확대했

다.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의 충돌을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자 유럽연합은 기존의 지

적재산권의 최대보호를 주장하던 입장에서 전환하였다. 유럽연합은 인권의 가치에 

민감한 사회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유럽연합 내의 다양한 비정부조직의 압력을 받아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는 

브라질과 비정부조직 연합이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의제를 재설정하였고, 인권이

라는 규범이 갖고 있는 규범적 힘이 유럽연합의 선택을 변화시켰으며, 이로써 지적

재산권이라는 이익연합에서 공중보건이라는 적절성에 기반한 규범연합이 확대된 것

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국제관계에서 새롭게 등장

한 국제비정부조직의 역할이다. 이 사례에서, 국제레짐이 강대국의 힘과 이익을 비대

칭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에서 레짐의 모순 혹은 규칙의 모순이 발견될 때, 특히 그것

이 공공성의 문제와 연관될 때, 비대칭적 구조를 극복하고 규범에 기반해 문제를 제

기한 것은 비정부조직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가치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 간 힘의 논리보다는 가치와 규범의 논리로 문제에 접근한다.

이들은 규범이 갖는 적절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양한 행위자들, 개발도상국과 국

제기구들과의 정치적 연합을 확대시켰다. 이들 비정부조직과 국제기구, 개발도상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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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의 연합을 형성할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의약접근권’과 ‘인권’이라는 규범

이다. ‘의약접근권’은 선진국들이 옹호하는 ‘지적재산권’과 규범적인 경쟁을 하지만,

이 논의가 ‘인권’이라는 규범과 결합하고 확장되면서 선진국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었다. 국제레짐은 형성 과정에서 특정한 이익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처럼 언제든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규범이 

제기될 때, 그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공유가 될 때 국제레짐의 변화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4장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TRIPS협정에 대항하는 규범의 동학>

지적재산권

레짐
의약접근권

INGOS
‘생명’‘공익’

WHO/UNCHR

개발도상국

인권규범 도하선언

공중보건

에이즈

논쟁

행위자차원

<규범연합>

정당성위기

시애틀시위

c r i t i c a l

stat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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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규범의 경쟁과 수렴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하선언의 채택과정은 비정부조직이라는 초국적 행위

자에 의해 의약접근권이라는 규범이 등장하고, 초국적 수준에서 연합을 형성하며 ‘생

명’과 ‘공익’이라는 프레이밍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 결과이었다. 그러나 도하선언

은 정치적 선언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의약접근권 운동 집단에서는 이 선언을 

TRIPS협정에 영속적인 규정으로 명문화하고자 했다. 이 과정은 초국적 수준에서 형

성된 의약접근권과 인권 규범을 TRIPS 이사회를 통해 협정을 개정하는 제도적 협상

의 과정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제도적 협상의 과정의 경우 비정부조직의 참관은 가

능하지만, 아직 국가가 주된 행위자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여전히 힘과 이익이 지배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협상은 기존의 규범과 새로 등장한 대

항규범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기존에 지적재산권을 옹호

하는 입장에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규범이 갖는 이익과 이에 저항하는 새로운 공중보

건 보호를 위한 의약접근권과 인권이라는 규범이 갖는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의 과정

이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한 의약접근권이 지배적인 규범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본다.

TRIPS 이사회 내에서 협정을 개정하는 협상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 시애틀 

시위 이후 TRIPS 이사회에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회의’가 설립된 이후 

2001년 11월 도하선언이 채택되는 과정, 둘째, 도하선언의 이행을 둘러싸고 제조능력

이 없는 국가들에 ‘병행수입’을 허용할 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2003년 8월 도

하선언의 이행을 위한 결정문이 채택 과정, 셋째, 2005년 12월 6일 TRIPS협정 자체

가 최종적으로 개정되기까지 협정의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과정이다.

1. ‘강제실시권’을 둘러싼 논쟁

앞서 4장에서 본 것과 같이 지적재산권 레짐이 공중보건 상의 보건정책을 제약

하는 것을 지적하며, 비정부조직에서 시작된 의약접근권 규범의 등장은 이후 세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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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와의 연합을 통해 인권 규범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TRIPS 이사회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TRIPS 이사회도 지적재

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

다. 비정부조직이 주도했던 ‘의약접근권’ 담론의 영향 하에서 TRIPS 이사회 내에서 

관련 규정을 고치고, 공중보건을 위한 의약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문제제기가 짐바브웨에 의해 개진되었다.

짐바브웨는 2001년 4월 TRIPS 이사회 정례회의에서 아프리카 그룹을 대표하여 

의약품 접근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6월과 9월 이사회 

정례회의 시 의약품 접근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48). 또한 회원국들은 이 문

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도하 각료회의에서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비공식 회의를 통하여 선언문 문안에 대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쟁점별 회의록을 중심으로 전개된 담론을 분석하도록 

한다.

1. 1. 도하선언 채택 과정에서 쟁점

시애틀 시위 이후 지적재산권 레짐이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이 논의가 실질적으로 

TRIPS 이사회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의약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어

디까지 허용하느냐의 문제였다. TRIPS협정은 연구자의 발명과 연구·개발 동기를 자

극하여, 새로운 기술의 진보를 가져올 것을 목적으로 지적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

리를 허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권리의 보장이 독점적인 형태가 되지 않도록 그 권한

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TRIPS협정 내에 마련해 두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이 두 

조항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의 해석은 곧 지적재산권

의 보호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의약접근권과 같은 주권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우선

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우선 지적재산권의 권한은 제한하고 강제실시권을 허용하는 규정과 그럼에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옹호하는 규정을 살펴보자. 그 규정은 바로 TRIPS협정 30조와 

31조이다. TRIPS협정 30조는 특허에 예외를 두는 경우라도 특허권자의 이익을 정당

48) WTO 2001년 4월, 6월 및 9월 정례회의 회의록, <IP/C/M/30~33>. 의약품 접근문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6월과 9월의 회의록과 외교통상부 전문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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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31조는 특허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TRIPS협정 30조는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은 특허에 의하여 허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해 제한된 예외를 규

정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외교부 역).

이 규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그 전

제로 바로 지적재산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약협

회와 제약협회의 로비를 받은 미국은 바로 이 규정을 들어 개발도상국들이 실시한 

강제실시가 제약회사의 정당한 이익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

미로 미국은 자국의 슈퍼 301조를 동원하여 개발도상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

론 WTO 내의 무역분쟁해결절차에 이들을 제소해 온 것이다. 이는 이후 공중보건을 

위한 강제실시의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과 제조능력

이 없는 저개발 국가들에 강제실시된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병행수입문제

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가 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

한 것이 바로 TRIPS 31조이다. 그 정확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b.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에 앞서 사용 예정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

하에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합리

적인 기간 내에 성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러

한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

용의 경우에 회원국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극도의 긴급 상황의 경우 권리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통보를 받는다.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정부 또는 계약자가 유효한 특허가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서 사



- 189 -

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특허 검색 없이 알거나 알 만한 입증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신속히 통보받는다.

…….

f. 이러한 사용은 주로 동 사용을 승인하는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만 승인된다.

h. 권리자는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승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

절한 보상을 지급받는다(외교부 역, 본인 강조).

TRIPS 31(b)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타적 권리로서 지적재산권이 제한되는 경

우는 ‘국가적인 비상사태나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이용’을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승인을 통해 강제실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강제실시를 

위해 제기한 국가적 비상사태나 극도의 긴급 상황을 누가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즉 위 규정 상으로는 국가적 비상사태나 극도의 긴급 상황이라도 특허권자에

게 우선 통보를 하고,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상의 정책적 자율성이

나 의약접근권은 여전히 제한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정부조직

과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와 긴급 상황을 판단하고, 공중보

건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의 근거로 TRIPS협정 7조와 8조를 제기하였

다. 7조는 TRIPS협정의 ‘목적’에 해당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기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상호이익이 되고 사회 및 경제복

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야 한다(외교부 역,

본인 강조).”

8조는 TRIPS협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8(a)항에 지적재산권 협정을 수용

하여 국내법을 개정할 때, 자국의 공중보건 및 영양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이 협정의 규

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 및 영양 상태를 보호하고, 자기나라

의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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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외교부 역, 본인 강조).”

TRIPS협정 조항 중 7조는 다른 사회․경제적 정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회

원국 정부에게 특허권을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flexibility)을 부여하고 있으며 8조는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및 영양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부

여하는 융통성을 최대한으로 해석하여 의약품 접근 문제를 공중보건의 보장(자국 내 

제약산업 기반 확충 등 산업정책을 포함하는)이라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였으나, 선진국들은 이러한 조항과는 별도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

를 촉발하는 특정질병(에이즈 등 전염병)으로 논의를 국한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논의의 지형이 갈린 상황에서 도하선언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까지 담론의 경쟁을 살

펴보도록 한다.

1. 2. 규범 경쟁: 사적 이익 vs. 공적 이익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反 WTO시위와 노동, 환경, 보건과 

복지 등의 새로운 의제들이 제기된 이후 WTO 회원국들은 다음 각료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설정하기에 바빴다. 사실 시애틀 각료회의는 WTO 출범 5년 차를 맞아 광범

위한 분야에서 무역자유화 확대를 위해 추가 협상하기로 합의한 기설정 의제

(built-in-agenda)를 포함해서 보다 자유무역을 확대하고자 한 회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이고 격렬한 시위에 밀려 뉴라운드 출범은 무산 된 이후였다. 따라서 WTO는 

시애틀에서 실패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새로운 의제들을 포함해서 논의를 확장해

야 할는 것뿐 아니라 시애틀 시위에서 폭발한 사회세력들의 요구도 수용하고 대응해

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TRIPS협정과 공중보건 이슈는 시애틀 이후 도하라운드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

어야 할 분야로 설정되었다49). 그러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2000

년 3월 일반이사회가 열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새로운 의제 논의가 시작되었다.

49) 도하 라운드의 지적재산권 분야는 협상의제와 우선논의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협상의제로 채

택된 것은 지리적 표시의 다자간 통보 및 국제등록의제이고, 2002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

야 할 분야로 지리적 표시 특별보호 품목의 확대, 생명공학 관련 문제, 그리고 공중보건의제 등이 

있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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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이사회에서 다룬 일차적 주제는 1994년 GATT 3조에 의한 면제(waiver) 조

항, 즉 WTO가 출범하고 5년 동안의 검토기간에 개발도상국에 TRIPS협정에 대한 의

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으로, 당시 조정되어 매 2년마다 검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리고 WTO 사무총장은 유엔과 세계은행, 아프리카-캐리비언-태평양(ACP) 그룹의 총

장(Secretary General) 등 여러 기관의 장들과 만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빈국 대우 

문제를 반드시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1999년 시애틀 회의가 있기 전에 최빈

국들이 제안했던 ‘새로운 포괄적 행동계획(Comprehensive New Plan of Action,

CNPA)50)’이 시애틀 전에는 거의 합의에 다다르다가 다루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이

후 의제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포괄적 행동계획’은 저개발국가들이 세

계경제에 잘 통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즉 저개발국들이 

TRIPS협정을 이행하기에는 많은 물질적, 인적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WTO 협상은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WT/GC/W/251, 9-10). 핵

심은 시애틀 이전에 논의되었던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위한 기술협력에 거의 

합의에 도달했던 것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은 거의 모든 나라 대표들의 동의를 받았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그룹을 대표하여 2001년 4월 TRIPS 이사회 정례회의에서 

의약품 접근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6월과 9월 이사회 

정례회의 시 의약품 접근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51).

2001년 6월 20일, WTO 도하 장관급 회의가 있기 전에 제네바에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토론은 이후 2001년 12월 ‘TRIPS협정

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선언’을 이끌어내는 초석이 된 아주 중요한 자리이었다. 이 

토론은 각 회원국 정부 관료와 비정부조직, 그리고 언론들이 참석한 회의로 진행되

었다. 토론에서는 아프리카 그룹과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캐리비언 지역의 47개의 

개발도상국들이 TRIPS 이사회에 공동의 안건을 제출하였다. 이 안건은 차후에 있을 

50) 1999년 6월 21-25 남아프리카 선씨티에서 개최된 것으로 저개발 국가들의 국제경제 통합을 위

한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IMF, ITC, UNCTAD, UNDP, 그리고 세계은행, WTO가 함께 논의하였

다. 저개발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숙련된 사람의 부족, WTO 

규칙과 구조의 복잡성, 규칙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의식의 부족, 국내 규제를 높일 능력의 부족, 

취약한 제도적 하부구조, 제네바의 임무를 유지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서는 TRIPS 67조에 의거하여 선진국들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양식을 제공할 것과 선진국들이 66조 2항이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WT/GC/W/251, July 13. 1999). 

51) WTO 2001년 4월, 6월 및 9월 정례회의 회의록, <IP/C/M/30~33>. 의약품 접근문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6월과 9월의 회의록과 외교통상부 전문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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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장관급 회의에서 TRIPS협정이 회원국의 공중보건 정책을 형성할 법적 권리를 

제한하지 말고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그들 자신의 공중보건정책과 조치들을 만들고 

채택할 수 있도록 명백한 진전을 보일 것을 요구하였다.

1) 선진국의 입장: 지적재산권 보호(사적 이익)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TRIPS협정, 특히 특허 제도가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혹자는 TRIPS협정이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잘못

된 비난을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 문제도 TRIPS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같은 융

통성(flexibility)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특허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이 질병을 치료하는 약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발표한 아타란(Amir Attaran) 보고서를 자주 인용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프

리카 에이즈 치료의 접근을 막는 장애물은 단지 특허가 아니라 가난과 관세, 국제 

재정 보조의 결여와 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합이 원인이다(Attaran, 2001).

미국은 이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는 한편 TRIPS 이사회에서 에이즈와 같은 전염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약값이라는 아프리카 그룹의 주장에 대해 의료전

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약값은 건강위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약값 이외에 어떻게 약을 전달하고 감시하는 등 공중보

건에 관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와 분배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브룬트란드 박

사(Dr. Blundtland)가 노르웨이 학술회의에서 밝힌 “약값이 중요다고 들어왔었지만,

[약값은] 빈국과 빈자들에게는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보건 체계를 설립하지 않고서는 

진전이 있을 수 없다. 그것보다는 분배제도와 공적․사적 제공자 사이의 파트너쉽이 

더 중요하다(WTO 2001c, 34)”는 의견을 근거로 활용하였다.

미국은 지금까지 에이즈 치료와 예방을 위한 기부의 50%에 달하는 돈을 낼 정

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초국적 차원에서 에이즈 치료를 위한 모금을 

전개하고, 미국이 2억 달러의 종자돈을 기부할 것이며 국제적인 에이즈 전염과 싸우

기 위한 FY2001 캠페인을 위해  미국의 예산에 4억 8천만 달러를 책정하는 등 기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새로운 의료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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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했다. 특허권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자극함으로써 공중보건의 목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혁신상품과 과정에 대한 시장 배제 기간(a period of market exclusivity)에 새로운 

상품은 특허와 자료 배제, 무역 비밀 혹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은 제

약을 포함한 의료기기와 같은 새로운 의료 상품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데 중요한 요

인이다. 또 시장 배제 기간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배제성은 독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조업자도 

같은 질병에 대한 자신들만의 약품을 개발하고자 경쟁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환경이 필요하다. 유엔 총장인 아난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세계의 가난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 새로운 의약품과 백신을 가져오는 핵심이

다. 유엔은 TRIPS협정의 세이프가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을 들어 지적

재산권 보호를 신약 개발의 전제로 삼는다.

지적재산권 레짐의 또 다른 이점은 다른 나라의  투자를 유치하는 동인이 된다

는 점이라고 주장되었다. 또한 “특허권을 획득한 혁신가는 그 발명의 기술적 세부사

항을 TRIPS협정 29조에 의거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공개가 산업적 경쟁을 가져

오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정보가 유입되도록 촉진한다. 이것이야말로 TRIPS협정 

7조가 규정하는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전이와 전파에 공헌한다고 본다(WTO,

2001c).” 이를 근거로 미국은 아프리카 집단을 필두로 조직된 개도국 집단의 요구에 

반대하였다. 즉 당시의 TRIPS협정 자체를 이미 혁신을 위한 유인과 의약접근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은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개도국이 요구하는 융통성은 이미 

TRIPS협정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TRIPS협정의 이행 기간에 차이

를 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2)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공적 이익

2001년 6월 특별회의에서 브라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남아공, 탄자

니아와 태국을 포함하는 이 안건의 지지자들은 공중보건을 위한 공동 행동을 요청하

였다. 또한 아프리카 33개의 국가들을 대표하는 짐바브웨는 회원국이 공중보건을 보

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TRIPS협정이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특별

한 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다(TWN, 2001). 아세안(ASEAN)을 대표하는 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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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도 이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개도국이 원하는 경우 

TRIPS의 융통성을 해석할 자율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

였다. 남아공 역시 이를  적극 지지하며, 자신들이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받은 분쟁소송의 경험에 의거해서 보건 법규가 중요하다는 점

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TWN,

2001).

이 특별토론에서 개도국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은 첫째, TRIPS협정 7조와 8

조의 목적과 원칙이 규정하고 있는 관점에서 TRIPS협정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었다.

즉 특허보호가 공공정책의 목적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의약접근을 활성화

하는 강제실시를 규정상 명시화할 것이었다. 강제실시는 권리의 남용을 막고, 국내의 

위급한 상황이나 국가 위기 상황 혹은 비상업적인 공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의약

접근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중보건정책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명

시적으로 TRIPS협정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선진국이 주장하는 가격차별화 

정책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TRIPS 이사회에서 논의는 제외할 것과 가격차별화 

정책이 TRIPS협정의 융통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2001년 7월 10일 지적재산권과 의약접근에 관한 특별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저

개발 국가를 대표하여 짐바브웨가 의약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했다. 이 안은 

짐바브웨(아프리카 그룹 대표), 말레이시아(ASEAN 대표), 탄자니아(저개발국가 대표)

를 포함하여 41개 국가가 같이 서명하고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서에서 이 연합집단

은 TRIPS 특별회의가 구입 가능한 의약품의 접근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불러일으

키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TRIPS협정의 부정적인 효과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캠페인이 대중의 비판의식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WTO

2001c, 3). 이들은 TRIPS협정이 특허 보호와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절

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특

별회의의 목적은 공중보건과 관련해 TRIPS협정의 조문을 정하고 공통의 이해를 증

진시키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각료회

의에서 “적절한 가격에 의약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더 많은 죽음을 막고, 더 많은 생

명을 살릴 기회(to preventing further deaths and saving lives through facilitating

easier access to medicines at affordable prices)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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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였다(WTO, 2001c).

특히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배타적인 사적 권리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특허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 보호는 TRIPS협정의 원래의 목적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의 관

점에서 특허권은 사회·경제적 복지를 증진하고, 의무와 권리의 균형을 잡는 방식으

로 특허권자와 특허약의 사용자의 상호이익을 위해 일관되게 실행되어야 한다.

TRIPS협정 7조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이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핵심 조문이다. 7조에서는 “협정의 목적이 기술적 혁신을 증진하고 기술을 

전이하고 전파하는 것이 광범위한 사회의 이익에서(in the wider interests of

society)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공중보건의 관점

에서 특허권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의약품 접근에 대한 정책을 저해하지 

않고 개발도상국들이 의약제조 능력을 개발하도록 새로운 의약을 개발하고 기술을 

국제적으로 전이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들은 강제실시권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공중보건정책을 수행할 중요한 도구로 

보았다. 강제실시권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극단적인 상황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제

약 생산에서 국내 제조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특허권의 남용을 막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이들이 제시하는 법적 근거는 TRIPS협정의 일부인 파리협약에서 명

확하게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핵심 주장은 31조의 관점에서 회원국은 건강, 혹은 환경 보호 

등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이라는 관점에서 강제실시권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WTO 2001c)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브라질도 ‘TRIPS와 공중보건’이라는 이슈를 다루면서 아프리카 그

룹과 함께 연합을 형성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WTO 2001c, 9). 브라질은 분쟁조

정절차를 이용하여 TRIPS협정을 제한적이고, 불균형적이며 옳지 않게 해석 하는 것

은 명백하고 내재적으로 공중보건 보호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해석

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

해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공동작업(team work)’가 중요하고, 5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

이 ‘TRIPS와 공중보건’이라는 제안서를 TRIPS 이사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연합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평가하였다(WTO 2001c, 9). 나아가 TRIPS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중보건 상의 지적재산권 제한의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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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RIPS협정에 대한 협소한 해석은 남반구나 북반구나 상관없이 시민사회 영역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을 위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영혼 없

는 조직(soulless organization)이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WTO

2001c).

더불어 브라질은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에이즈 치료약의 보편적인 보

급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Universal Distribution of HIV/AIDS

Medicines)’을 바로 강제실시권을 정당하게 실행한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강제실시

를 통한 에이즈 치료약의 보급 프로그램은 에이즈 치료약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높혔으며, 지난 4년간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경우에 따라

서는 사망자 수가 71%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WTO 2001c, 10). 브라질은 자신

들이 에이즈 치료약 보급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인을 두 가지로 꼽았

다. 첫째는 의약품의 현지 생산(local production)이고, 두 번째는 제약산업계와의 협

상이다. 이 둘은 연계되어 있는데, 현지 생산은 특허법 위반 없이 공적 영역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활용한다. 그러나 강제실시를 발동할 가능성은 정부와 제약산업 간

의 협상이 핵심적이다. 이 관점에서 브라질은 자신들이 실행했던 강제실시의 매커니

즘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먼저 정부가 강제실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특허권

자에게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그들의 권리를 남용하지 말 것을 설득했다. 정부가 강

제실시를 발동할 것인지 그 의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약값 인하를 거부하던 

두 개의 거대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 제약회사가 약값을 64%나 59% 정도 삭감하

는데 동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강제실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상이

했다. 선진국이 의약접근권의 문제를 저개발국의 인프라와 빈곤 문제로 접근한 것에 

비해, 저개발국은 지적재산권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특허가 약값을 인상시키

고 따라서 가난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접근에 한계를 가져온다고 파악한다. 따

라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는 TRIPS협정 7조와 8조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적재산권

의 독점을 막기 위한 예외적 상황의 적용을  국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융

통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아가랄(Aggarwal, 1998)이 밝힌 제도적 협상에서 재화의 

성격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이 배타적인 

권리를 전 세계적인 레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공중보건정책을 위한 



- 197 -

의약접근은 공공재 성격을 띠는 재화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 담론의 경쟁에는 국가 

행위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앞서 4장에서 보았듯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권위원

회가 개입하면서 논의의 축이 인권의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거기에 유럽연합이 이 

인권과 의약접근권의 규범적 힘을 수용하고 접근 태도를 바꾼 것이 도하선언을 이끌

어내는데 주요한 추동력이 되었다.

3) 국제기구(WHO)

2000년 8월 31일 기술협력활동의 하나로 국제정부조직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활

동에서 WHO가 필수의약품과 의약정책부(Department of Essential Drugs and

Medicines Policy; EDM)에서 실행되고 있는 기술·재정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무역 이슈에 관한 결의안(WHA52.19)은 회원국과의 협력을 위해 총회가 

제의한 것은 국제조직은 “의약과 공중보건의 함의를 감시하고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

가가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의약정책과 보건정책,

규제 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필수의약품에 대한 WHO의 관점은 첫째,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로 “건강 접근

권, 다시 말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곧 인권이다(access to health and therfore

essential drugs is a human right).” 둘째, 의약접근권은 합리적 선별과 의약의 사용,

충분한 재정, 구입 가능한 가격,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체계에 달려 있다. 셋째, 연구와 

개발에 있어 시장실패- 우선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히 사적 투자가 없

는 영역(neglected diseases)에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적 투자와 관여가 

필요하다. 넷째, 새로운 필수의약품에 대한 구매력 있는 가격- 가난한 나라와 국민들

은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구입하는 가격으로 새로운 필수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

다. 다섯째, WHO와 TRIPS 세이프가드에 대해 필수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이다. 따라서 특허권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본 공중보건 원칙을 보호하

기 위해 WHO는 의약접근권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 방법으로 경쟁을 증진시키는 기

제, 예를 들어 가격 정보나 복제약 정책, 의무와 세금 감면, 병행수입, 강제실시, 전

환시기의 연장을 지지한다(WTO, 20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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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도하선언 수렴 과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선언문인 도하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는 유럽연합의 역할이 컸다(Young, 2007). 유럽연합은 2001년 6월의 

특별회의에서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선회하여 지적재산권과 보건정책 사이를 연계하

려는 개발도상국의 개혁 요구에 찬성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은 TRIPS협정 7조와 8조,

목적과 원칙은 다른 TRIPS협정 규정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조언하였

다. 따라서 공적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것은 TRIPS협정의 원

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강제실시를 설명하는 31조가 강제실시 발

동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등 법률상의 모호함 때문에 개도국이 강제실

시를 발동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동의하였다. 따라서 강제실시를 법적으로 확

실하게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고,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모

색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특히 노르웨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

로 개도국에 지지를 보냈다. 가격차별화 정책에 대해 개도국의 입장인 TRIPS협정의 

융통성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

였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은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기간 동안 WTO내에서 투자, 무

역과 경쟁,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 기준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것을 제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애틀 시위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이슈들과 무역협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기설정의제(built-in-agenda)’인 싱가폴 이슈를 포함하는 농업, 지적재산

권과 환경, 노동, 기술 장벽 등 거의 모든 이슈들을 도하 라운드에서 다루고자 하였

다.

유럽연합이 이렇게 새로운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도하 라운드에서 협상의 의제

로 수용하고 다루고자 한 이유는 무역영역에서 유럽연합적극적으로 사회세력의 요구

를 수용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미국에 도전하여 다자 무역협상에서 지도력을 주장하

기 위한 것이었다(Deutsch 2001, 34-57). 시애틀 시위 이후 시민사회 혹은 사회세력

이 제기하는 환경, 노동, 보건과 같은 의제는 국내의 경제적, 사회적 규제를 지구적 

차원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었다. 따라서 국내의 규제 레짐을 다자적 협정에 

조화시켜야 하는 외부적 압력은 국내 집단의 이해관계와 동의를 필연적으로 요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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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유럽 내에 중도좌파 정부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사회세력의 요구를 반

영하려는 의지가 발생했다. 즉 당시 독일에서는 좌파와 녹색당 연합의 정부가 취임

하였고, 유럽연합이 전통적으로 자유 무역정책에 충실한 것에 기반해서 시민사회뿐 

아니라 비정부조직을 무역정책 형성의 한 행위자로 설정하고 통합하고자 것이었다.

팔케는 이러한 움직임을 유럽의 무역정책 내의 새로운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로 해석하고 있다(Falke 2005, 9).

1) 유럽연합 내부에서 시민사회와의 대화

유럽연합은 시애틀 시위 이후 무역정책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협의가 필

요함을 인정하고, 2000년 유럽위원회 내에 무역과 시민사회와의 대화(DG Trade's

Civil Society Dialogue)를 설치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역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조직적인 플랫폼을 마련하였다(European Commission of Trade, 2001). 유럽연합 집

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 대화체계 수립 이유에 대해 “세계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은 많은 문제들과 걱정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런 환

경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무역정책이 환경보호, 노동권리, 경쟁력, 빈곤, 동물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받고 싶어52)”하기 때문이라고 밝

히고 있다. 이러한 대화와 협의의 기반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적은 “시민사회와 

공유된 지식과 관행에 기반해서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역

정책 관료와 시민사회 사이의 지식기반을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된

다.53)”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이슈는 무역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토론을 하고, 정책을 형성할 때 그들을 고려

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54)”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실행은 모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었다. “투명성은 무역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과 좋은 

공공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힐 만큼 200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시민사

회와의 소통을 무역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보루로 여기는 것을 보여준다(Falke,

2005).

무역과 의약접근에 관한 이슈그룹 회의는 2000년 6월에 1회, 9월에 2회, 11월에 

52) http://trade.ec.europa.eu/civilsoc/csd_proc.cfm (검색일: 2012. 9. 23.)

53) http://trade.ec.europa.eu/civilsoc/csd_proc.cfm (검색일: 2012. 9. 23.)

54) http://trade.ec.europa.eu/civilsoc/csd_proc.cfm (검색일: 201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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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그리고 2001년 1월에 1회 총 5회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연구기반 업체인 유

럽 제약산업협회연합(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 EFPIA), 글락소,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 멀크 등과 복제약 제

조협회(European Generic Medicines Association, EGA)와 비정부조직인 국경없는 의

사회, 국제보건행동(HAI), 액트업, 옥스팜, 웨모스(WEMOS) 등이 참석하였다.

2000년 6월 첫 회의에서는 약값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비정부조직인 국제

보건행동의 유럽 지부장, 바스 반 하이데(Bas van der Heide)는 특허권이 가격 상승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문조사55)의 결과를 토대로 주장하였다. 구체적

인 예로 에이즈와 관련한 수막염(meningitis) 치료제인 플루코나졸(fluconazole)은 복

제약 경쟁이 시행되고 있는 태국에서는 0.30달러에 불과하지만, 특허에 의해 보호받

고 있는 케냐에서는 18달러로 태국에 비해 60배 가까이 비싸다(Bala and Sagoo,

2000).

특히 같은 의약품에 대해서도 OECD 국가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비해 라틴 아

메리카나 아프리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판매되는 특허의약품의 가격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더 높은 원인은 강한 특허 보호

와 높은 관세와 세금, 그리고 복제약에 따른 경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제약시장에서 복제약에 대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유럽연합이 개발도상국에 복제약 경쟁을 도입

할 것과 TRIPS협정 내에서 개도국이 사용가능한 모든 제한조치들을 개발도상국이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Heide 2000, 1).

또 다른 비정부조직인 국경없는 의사회의 엘렌 또엔도 의약품 값이 높아지는 

이유는 특허의 독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TRIPS협정에 의해 특허권이 보

호되고 있기 때문에 복제약과의 가격 경쟁이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경쟁 없이 독점

적으로 생산하는 효과와 같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특허기간이 끝나거나 복제약 가격과 특허의약품 사이에 비교가 가능한 경쟁체제에 

들어가면 의약품 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llen t'Hoen 2000, 1). 그러나 반면에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와 같이 선진국보다

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서 발병하기 쉬운 질병에 필요한 의약품은 연구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소위 ‘버려진 의약품(abandoned drugs)’은 

55) 설문조사는 36개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16개의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설문조사한 것이다. K  

Bala and K Sagoo. Patents and Prices. In: HAI News, number 112, April/Ma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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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과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상업적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연구개발의 유인이 별로 없다. 따라서 엘렌 또엔은 적절한 의약품의 공급과 합리적 

사용을 보건정책의 틀 내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국가의약정책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

였다. 또한 개발도상국 내에서 필수의약품 생산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면제

와 기술이전을 장려할 것을 주문하였다(t'Hoen, 2000).

또 다른 참석자 중에 유럽보건관리협회(European Health Management

Association, EHMA)는 보건문제를 다른 상품과 서비스와 다른 차원에서 다룰 것을 

강조하였다. 즉 건강관리와 보건 관련 시장은 전형적인 시장과 달라서 상업적 이익

보다는 보건관리체계의 올바른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의 무역협정은 보건서비스의 제공을 국가적․지역적 보건 행정보다는 상업행위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어 건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였다.

특히 유럽보건관리협회는 암스테르담 조약(the Treaty of Amsterdam)56)에서 합

의된 건강보호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유럽연합은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높은 수준

의 건강보호문제를 유럽연합 전체 차원의 정책으로 통합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무

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화와 민영화의 극대화로 공공정책보다는 

보건기술, 의약품의 상업적 이익의 관점으로 보건서비스에 접근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무역협정은 법적인 국제적 합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 틀의 

맥락에서 유럽 개별 국가의 정책순위와 정책선택, 의무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완

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려하였다. 법적인 차원으로 무역협정이 일단 

체결되면 국내의 보건정책과 공공정책도 그 국제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정책

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EHMA, 2000).

한편 유럽 제약협회연합은 TRIPS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저개발 국가들에

게 의약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차별화(tiered price) 정책을 주장하였

다. 그러나 지금의 가격차별화 정책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경쟁법

에 어긋날 수가 있으니, 가격차별화된 의약품을 저개발국의 공공부문에 판매하는 것

56) 1995년 6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97년 10월 2일에 조약으로 체결되었고, 99년 5월 1일에 발효

되었다. 암스테르담 조약은 1조에 "1961년 10월 18일에 튜린(Turin)에서 서명한 유럽사회헌장과 

1989년 유럽사회노동헌장(Community Charter of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s)

에서 정의한 근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확인"한다는 조항을 시작으로 노동기준과 환경보호 등 개인

의 사회적 권리와 안보, 방위정책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 중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호의 기

준에 대한 규정은 암스테르담 조약 73q조항에 나와 있다. "건강, 안전, 환경의 보호와 수비자 보

호와 관련한 paragraph 1에서 제안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새로운 

개발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기초로 제공해야 한다(the Amsterdam Treat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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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유럽 제약협회연합의 입장은 의약접근권을 방

해하는 것은 약값이라기보다는 저개발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기본 하부

구조의 결여와 의료진과 의료시설 미비, 의료시설과 주거지가 너무 멀리 떨어진 것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TRIPS협정의 수정 없이 제약회사가 가격차별화 정책을 

통해 지역 정부와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Euopean

Commssion, 2001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약접근에 관한 시민사회와의 대화 통로를 통해 제약

협회와 보건관련 협회, 비정부조직의 의견이 유럽연합 무역당국에 전달이 되었다. 초

창기에는 비정부조직과 제약협회 사이에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에 대해 굉장히 분

절적인(divergent) 의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섯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분분했

던 의견은 기본적인 합의점을 찾았고, 최소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먼저 

TRIPS협정 31조와 39조에 의해 강제실시가 TRIPS협정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융통

성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1995년에 체결된 TRIPS협정 이상으로 법규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TRIPS 플러스(TRIPS plus)’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의약을 연구하기 위한 투자를 장려한다는 점에

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점을 확인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1b ).

2) 도하선언 채택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역할

유럽연합은 앞서 얘기한 시민사회와의 대화 통로를 통해 시애틀 시위에서 시민

사회와 사회세력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제들을 유럽의 무역 정책의 전략으로 일정 정

도 수용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유럽연합은 시애틀 시위 이후 도하선언이 도출되는 

협상의 과정에서 미국을 설득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먼저 유럽연합은 2000년 9월에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질병이 촉발하

는 전 지구적인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빈곤 축소의 맥락 내에서 주요 전염성 질병을 

목표로 한 행동촉구(Accelerated Action targeted at major communicable diseases

within the context of poverty reduction)'라는 정책틀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의 행

동 촉구안은 빈곤 감축 맥락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유엔과 G8국가, 세계은행, 시민사회와 유럽연합 회원국이 각자의 비교우위에 기반해 

국제적 모금의 효율성과 상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재정구조를 개혁하고 증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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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행동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하며,

개발도상국이 세계경제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전염병

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의약품에 대한 구입 가능성을 높이고, 이 질병에 필요한 

치료약과 같은 특정 지구적 공공재에 대한 연구와 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01년 2월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의견을 교환해 에이즈 만연에 대

응한 행동으로 WTO의 개발도상국 회원들이 TRIPS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훈련을 포함해서 법적 기안 작성과 적절한 제도적, 행정적 

구조 설립을 지원할 것이며 회원국들이 특정한 환경에서 긴급한 공중보건과 관련해 

TRIPS협정 내에서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융통성을 허락한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세계보건기구

(WHO)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의 

보호를 연결하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유럽과 국제

수준에서 기본적 연구와 전략적 연구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고, 유럽 임상실험 

기지를 설립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임상실험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EU Commission 2001, 11).

또한 유럽연합은 유엔 기구, 특히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에이즈계획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틀을 만들고 2000년 12월에 양

해각서에 서명하고 협력의 목적과 원칙, 협력의 범위와 절차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

일본과도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핵심 의약품에 대한 단계별 약가체계를 도입하

는 것과 재정체계와 같은 국제적 부담을 공유하는 정책에 협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

다. 특히 미국과 유럽 정상은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이 세 가지 전염병에 대해 

G8에서 신 범대서양의제(New Transatlantic Agenda)의 틀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

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2000년 5월 31일에 퀠루즈(Queluz) 정상회담에서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의 만연을 막기 위해 이 문제의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키로 합의했다. 12월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유럽연합과 미국의 두 

정상은 빈곤을 완화하고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마련하기 위해 다자적 틀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에 동의하였다. 특히 이 문

제의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는 물론 기구와 시민사회와 비정부조직들과 영리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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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논의할 것을 약속하였다(European Union, 2000).

2000년 11월 6일 의약접근에 관한 이슈 그룹과 서비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2001년 초에 강제실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강제실시는 산업정책과 경

쟁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TRIPS협정의 7조, 8조, 40조와 31조는 특별한 문

제를 예상하는 것이지만, 법적 확실성도 없고 오히려 WTO 회원국 간 분쟁을 제기

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TRIPS협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이 문제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는 위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였다. 유

럽연합은 TRIPS협정 31조가 각 회원국이 강제실시를 승인할 지평을 결정할 자유를 

준 것으로 이해하였다(European Union, 2000).

유럽연합의 강제실시권 인정은 TRIPS협정이 계승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근거한다. 이 행동 안에서 파리협약의 5A항에도 '작동의 실패

(failure of working)'를 포함하는 특허권 남용의 경우에 회원국이 강제실시를 발동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파리협약의 5A항은 TRIPS협약 조항의 일부이다. 파리협약 5A항

이 '배타적 권리의 행사에서 비롯되는 남용을 막기 위해 강제실시를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TRIPS 8조 2항, “특허권자가 지적

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에 똑같이 반복

되고 있다.

TRIPS협정 31조에는 강제실시가 발동되는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TRIPS협정이 논의되던 1990년 초 안건에는 강제실시가 승인되는 제한적 사

례가 명시되어 있었다.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난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와 

국가적 위기 상황, 국가의 안보나 일반 대중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과 같은 공공의 

이익의 경우, 불충분한 지역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정

한 안건이 제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 했다. 오히려 강제실시를 승인하는 엄격한 절

차적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1990년 7월 23일 WTO 의장인 아넬(Annel)이 제출한 안건과 1990년 12월에 브

뤼셀 각료회의에 제출된 안건에는 강제실시가 발동되는 조건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최종 협정에는 이 부분이 빠지게 되었다.

또 다른 논란은 지역작동(local working)이다. 지역작동은 특허를 등록한 국가의 

산업적 사용과 상업적 사용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특허를 등록한 국가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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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허품을 제조하는 것과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 조항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가장 논쟁이 되었다. 개발도상국 그룹은 지역

작동이 특허권자들의 의무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파리협약 5A의 범위를 협소화할 것을 추구하였다. 강제실시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 

제3의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TRIPS협정 31(f)는 '국내시장의 공

급이 우선'이며, 제3국에 대한 공급은 경쟁 규칙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공급이 비상업적인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EU 2001, 7).

TRIPS협정 31조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따라서 법적 합의를 이루지 않는 한 많

은 분쟁의 여지가 있다. 유럽연합은 이 보고서를 평가한 데 기반해서 강제실시와 병

행수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가능한 미래 발전의 관점에서 재평가할 것을 제안했

다. 이는 또한 어떤 WTO 회원국이라도 TRIPS협정 규정의 해석에 권위적인 해석을 

부여할 수는 없고 회원들의 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임무를 TRIPS 이사회에 신탁하였

다(EU 2001, 12).

2001년 6월 ‘보건과 의약접근’에 관한 TRIPS 이사회가 개회되기 전에 국경없는 

의사회는 유럽연합에 여기서 다룬 논점을 권고문으로 제출하였다. 이들의 입장은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해석되기를 지원하고,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이익을 보다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TRIPS 이사회에서 노력해줄 것을 부

탁하였다. 특히 이 문제는 사적인 지적재산권과 공적 이익 사이의 불균형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계가 소외된 질병에 대한 연구와 개발

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거론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TRIPS 이사회의 토론이 유엔인권위원회와 세계보건총회에서 다룬 논점에서 이

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MSF, 2001). 즉,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된 의약접근권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인권의 문제로 규정한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3) 미국 내에서의 테러 발생: 공중보건의 필요 인식

한편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강력한 사회운동이 요구하

는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라는 탈근대 의제에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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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반덤핑과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제한조치(safeguard)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무역 자유화와 세계화에 비판적인 노조나 환경단체와 같

은 미국 내 이익집단의 압력을 덜 받게 되었다. 부시가 새로 무역대표부 대표로 임

명한 로버트 졸릭은 순수한 시장접근 의제로 돌아갈 것이고, 노동과 환경과 같은 새

로운 의제는 WTO가 아닌 다른 국제기구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방침을 정했

다(USTR, 2001).

그런 가운데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이 있고 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상원의원의 다수당 대표인 톰 다슐레(Tom Dashle)와 ABC방송국에

게 탄저균이 든 가루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백색테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

로 의약품에 대한 미국 내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Abbott 2002, 487). 슈미트는 이

와 관련해서 사회과학과 사회에서 관념적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지를 제시한다. 즉 

자연과학에서 관념적 변화는 과학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그 설명

적 잠재력이 고갈되었을 때 내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이나 사회에서의 관

념적 변화는 새로운 관념에 수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사건들에 의해 외적 과정을 통

해 일어난다고 했다(Schmidt 2008, 308). 즉 수도 워싱턴이 탄저균 가루로 오염이 되

면서 미국은 생화학 테러공격에 의해 공중보건 상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Schwarz, 2001). 당시 미국의 신문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미국 시민들의 탄저균의 확산에 따른 감염 공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57).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민뿐 아니라 여론 역시 미국 정부의 대

처방식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다58). 미국 뉴욕 타임스의 논평에서는 “정부 관료

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공중보건 관료라기보다는 정치적 전략가"라고 비판하

고, 이 문제를 “질병의 창궐이나 의약매수와 같은 공중 보건상의 긴급한 상황(The

New York Times, 2001)”으로 다루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9․11테러와 탄저균 테러를 당한 이후,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하여 민주당의 국

내안보 대책위원회 의장인 로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 D-NJ-13)과 위기대비

실무 대책위원회의 빌 파스크렐(Bill Pascrell, D-NJ-8)이 ‘생화학테러 대비와 대응 계

57) 2001년 10월 28일자 기사에는 이 사건은 “전쟁 중에 발생한 생화학테러(bioterrorism in time 

of war)”라고 보도하였고, 이 사건이 마치 2차 대전 당시 “영국이 히틀러의 V-2 로켓으에서 경

험한, 방어가 소용없는 끝없는 공격”에 비유하였다. (John Schwarz, 2001) 

58) 이 문제를 다룬 뉴욕 타임스 기사는 40개, 전 세계적으로는 521개의 기사가 났다. Lexis Nexis 

Academic 검색엔진으로 ‘Washington Antharax laden Powder’로 검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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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Bioterrorism and Response Plan)’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이 안건은 2001년 12월 

12일에 하원에서 418: 2로 통과되었다. 이후 2002년 6월 대통령 서명 이후 ‘공중보건

안보와 생화학테러 대비와 대응법(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H.R. 3448)'이 승인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하원은 

10억 달러의 자금을 배치하여 대테러 교육뿐 아니라 생화학 테러에 대응하는 새로운 

의약과 치료,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는 탄저균 치료에 필수적인 바이엘(Bayer) 회사의 

항생제인 시프로프록사신(Ciprofloxacin; Cipro)에 대한 특허를 박탈하고, 캐나다의 

복제약 생산자에게 값싼 항생제를 생산하라고 강제실시를 발동하였다. 캐나다 보건

부의 대변인 페이지 레이몬드 코바흐(Paige Raymond Kovach)는 “이는 예외적인 비

일상적인 시기로 캐나다인들은 그들의 정부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Harmon and Pear, 2001)”고 발표

하였다. 그 이후 미국 보건인간서비스부의 의장인 톰슨(Thompson)도 바이엘의 이사

에게 약값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 시프로프록사신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승인하

라고 위협했다고 발표했다(Jensen, 2001). 이를 통해 2001년 10월 24일 톰슨과 바이엘

의 회장인 헬게 베마이어(Helge H. Wehmeier)는 미국에 항생제인 시프로프록사신 1

억 정을 9500만 달러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이전에 가격 할인된 1.77달러

에 비해서도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 행정부는 2001년 도하 라운드에서 긍정적인 결과

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도하의 성공을 통해 국제사회가 협력적이라

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무역구조법률(trade-remedy-law)

협상에 대한 저항을 그만두고, 환경 문제에 대해 협상할 의향을 보였다. 이러한 움직

임은 주저하던 개도국을 협상으로 이끌었고, 결국 유럽연합이 이끌었던 탈근대 정책

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TRIPS협정 하에서 발생한 공중보건 위기

에 대응하여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를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고, 결국 미국이 동의

하게끔 자극하였다. WTO 도하 라운드는 모두가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승리를 

이끈 가장 주요한 요인은 미국이 환경과 반덤핑,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완화

에 양보한 것이었다(Falke 20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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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규범의 수렴: 도하선언 채택

1) 도하선언의 내용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 시에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각료선언

문」59)(WT/MIN(01)/DEC/2)을 채택하였다. 각료선언문 3조에는 TRIPS협정이 공중

보건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빈 개도국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공중보건과 관련한 TRIPS협정의 의무이행을 유보하고(각료선

언문 7조), 의약품 생산시설이 없거나 미비한 국가가 강제실시권을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TRIPS 이사회가 신속히 해결책을 모색하여 2002년 12월까지 일반이사

회에 보고할(각료선언문 6조) 것을 합의했다.

공중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어 

TRIPS 분야가 한때 뉴라운드 출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으나, 실지

로는 그 어느 분야에서 보다 먼저 합의가 이루어졌다. 개도국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특별선언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adopted on 14 November 2001)은 3개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부분

은 정치적인 문안으로 공중보건, 특히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과 같은 전염병이 

개도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TRIPS협정이 이를 해소하는데 기

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신약개발을 위하여 중요하

지만 가격상승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음도 함께 인정하고 있다.

둘째 부분은 현행 TRIPS협정이 회원국이 자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를 저촉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관련 조항들을 구

59) 우리는 TRIPS협정이 회원국들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를 막을 수 없다. 우리가 

TRIPS협정에 대한 약속을 준수할 것이지만, 동시에 WTO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을 보호할 권리,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시키는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5조 위의 4항의 관점에 따라 TRIPS협정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지만 아래의 융통성을 포함해야 한다

는 것을 인지하였다. [...]

(b)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허락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강제실시를 허락하는 근거를 결정할 자유

가 있다.

(c) 각 회원국은 공중보건의 위기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국가 비상을 구성하는 요건과 극단적인 

긴급성(extreme urgency)의 배경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전염병이 국가적 위기나 극단적 긴급성의 배경으로 대표될 수 있다. 

(d) 지적재산권 권리 소진과 관련된 TRIPS협정을 공급하는 효과는 각 회원국이 소진과 관련해 MFN

과 Article 3의 국가대우 규정의 주제인 어떠한 도전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레짐을 설립할 자유를 

준다는 것이다. (WT/MIN(01)/DEC/2) 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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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은 1) TRIPS협정의 모든 조항은 목적

과 원칙(제7조와 제8조)하에 해석될 것, 2)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명령을 발동할 권리

를 가지며 그 발동 요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 3) 에이즈, 결핵, 말라리

아 등의 전염병을 포함, 공중보건 위기가 국가위기로 규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동

시에 각 회원국은 각국에서 무엇이 국가위기를 구성할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를 가

진다는 것, 그리고 4) 지적재산권의 권리소진 관련 문제는 비차별 및 내국인 대우 

원칙에 한해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은 공

중보건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의 융통성 조항들을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선언문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구하는 한편, 최빈개도국

에 대해서는 특허 및 미공개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를 2016년까지 연기할 것을 약속

하고 있다. 나아가, 의약품의 생산설비가 없는 회원국이 TRIPS협정의 강제실시조항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2002년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특별선언문’이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내용 이상의 

실익을 개도국에게 선사하는지는 불명확하다. TRIPS협정에는 회원국이 자국의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저촉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does not and should

not”으로 표현되어 있어, 현행 TRIPS협정이 공중보건에 대해 부여하는 융통성에 대

한 회원국 간 해석 차이를 좁혀주지도 못하고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도 못한다.

위의 2,3,4항은 일면 선진국들이 양보하고 개도국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지

만, 이미 TRIPS협정문에 존재하는 규정들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어떤 새로운 

융통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윤미경․이성미 2001, 25-26).

도하선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도하선언문은 국제정치에서 법

적인 효과를 가지는 문서이다. 일단 도하선언문 1단락에서는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을 비참하게 하는 공중보건의 심각성, 특히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유행병으로부터 유발되는 공중보건의 심각성을 인식한다.(We recognize the

gravity of the public health problems afflicting many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those resulting from HIV/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other epidemics.)”고 규정하였다. 이는 이전에 선진국들이 강제실시의 

대상으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전 세계적 유행병(pandemic)'이라고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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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유행병(epidemic)으로 규정함으로써 공

중보건의 정의에 들어가는 대상의 범위가 개방되고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3단락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새로운 의약의 개발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또한 지적재산권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를 인식하였

다.(We recognize tha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new medicines. We also recognize the concerns about its effects

on prices.)”고 밝힘으로써 선진국들이 강조해왔던 부분에서 개도국과의 절충이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뒷 문장인데, 도하선언을 이끌어오는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첨예하게 논쟁하였던 지적재산권이 의약품

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주장하고, 세계보건

기구와 유엔에이즈기금, 많은 비정부조직들이 증거로 제시했던 지적재산권의 도입이 

의약품의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그 결과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도 의약품 가격

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라고 기술함으로써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의미를 약화시

켰다.

4단락은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해 각 회원국들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융통성의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었다. 2001년 10월 27일 텍

스트는 도하 각료회의에서의 토론을 위한 틀로 제안되었다. 이 텍스트는 네 번째 단

락과 관련해  2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되었다. 1안은 개발도상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

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RIPS협정의 어떤 것도 회원국이 공중보건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TRIPS협정에 대한 준수를 재확인하면서 TRIPS협정이 

회원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려는 권리와 전체를 위한 의약접근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행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WTO회원국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융통성을 제공하는 규정을 완전히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Abbott 2002, 488, 재인용).“

반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대안인 2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TRIPS협정에서 에이즈와 다른 유행병처럼 공중보건의 위기에 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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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는 규정, 특히 구입가능한 의약접근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시한 규

정을 완전히 사용할 회원국의 능력을 확인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선언이 

TRIPS협정에서 회원국에게 제공하는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님에 동의한다(Abbott 2002, 488, 재인용).”

그러나 2안은 도하선언의 의미를 퇴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1안을 기본으로 논

의를 시작하였다. 이 안건을 가지고 브라질과 미국 대사가 비공개 협상을 갖고 미국

이 초기에 개발도상국들이 제안했던 안건에 가까운 개도국들의 이익을 지지하는 강

한 결과를 수용하였다. 다만 자구에 있어 ‘TRIPS협정의 어떤 것도 공중보건의 보호

를 막을 수 없다(Nothing in the TRIPS Agreement shall prevent…)’는 것을 ‘TRIPS

협정은 공중보건의 보호를 막거나 막을 수 없다(the TRIPS Agreement 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고 바뀌었다. 협정 문안에서 부정적인 영어 표현으로 시작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변경의 원인이었다. 또한 이 초고에는 미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분쟁을 유예(morantorium)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단락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paragraph 4의 관점에 따라 TRIPS협정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는 한편,

융통성에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a) 국제공법의 해석

에 관습법을 적용할 때, TRIPS협정의 각 규정은 협정이 표현해놓은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 특히 목표(objectives)와 원칙(principles)의 관점에

서 읽혀져야 한다. (b)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승인할 권리를 갖고, 그 허가

가 승인되는 근거를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 (c) 각 회원국은 어떤 것이 국가의 

비상 혹은 극도로 긴급한 환경을 구성하는지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에이즈,

결핵, 말리리아와 다른 유행병과 관련한 공중보건의 위기가 국가의 비상 혹은 

다른 극도의 긴급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WTO, 2001e).”

(a)항은 캐나다와 복제 제약회사의 사례에서 밝힌 해석적 원칙에 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b)항인데, 이는 TRIPS협정의 31조에서 나온 것이다. (c)는 어떤 조건에

서 회원국이 강제실시를 승인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이고 명백한 성명으로 제시하였

다. 이 다섯 번째 단락은 강제실시를 승인함에 있어 특허권자와의 협상 없이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에게 부여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인정하는 강력한 성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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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당화 없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분쟁이 제기될 때 강력한 방어의 

논리가 된다(Abbott 2002, 494). 또 위기와 긴급 상황을 선언할 수 있는 주체를 공동

의 결정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회원국으로 명시함에 따라 각 국가는 통치자

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보건행동의 

자파르 미르자(Zafar Mirza)는 도하선언의 채택이 “더 강할 수도 있었겠지만 확실한 

진전이다. 선언문은 그 문제 자체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권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제 국가들이 가난한 환자들의 기

대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 지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60)”고 평가하였다.

이 5단락의 마지막 (d)조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논쟁이 되어 온 권

리소진에 관한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한 국가에서 획득한 특허권이 소진되면 그것

이 국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특허권의 국제소진(international exhaustion)을 주장

했던 것에 비해, 선진국들은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을 맺은 각 국가의 영토 내에서

만 효력을 발생하고 소진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제약회사의 권리를 더 많

이 보장하고자 했다. 이 논의의 결과가 결국은 (d)항에서 지적재산권의 소진과 관련

한 문제는 각 개별 회원국 자체에서 독립적인 레짐을 만들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명

백히 각 회원국이 의약에 대한 병행 수입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이 도하선언에 국제소진은 특허권자와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제한하고자 했으나 이는 실패하였다. 대신 “지적재산권의 소진과 관련한 

TRIPS협정 규정의 효과는 각 회원국이 다른 도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레짐을 설

립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Doha Declaration 5(d))”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개별 국가

는 강제실시에 기반한 판매인지, 아니면 수출국에서 상품 판매를 특허권자의 권리를 

소진해서 수입국에게 수입과 재판매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인지 결정할 재량을 가진

다.

다음으로 도하선언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는 6단락이다. 이는 강

제실시를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약품을 생산할 제조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아예 

결여된 국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는 이러한 문제와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TRIPS 이사회가 신속한 해결책

을 모색하고 2002년 말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하기로만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

는 2002년 말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도하선언 이후 TRIPS협정과 공중보건 문제

60) 함께하는 시민 행동, ‘인터내셔널 뉴스’ 150호. 200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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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핵심적인 논점으로 등장하였다.

2) 도하선언 채택에 대한 반응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 선언, 즉 도하선언은 논의에 참가한 거의 

모든 행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WTO 의장인 마이클 무어는 세계무역체계에서 

도하선언은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다고 논평하였다. 평가에 앞서 마이클 무어는 개방

된 세계무역질서의 필요성을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재확인했다. 즉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파시즘과 맑시즘의 경험을 통해 GATT/WTO라는 개방된 무역 질

서와 UN을 통해 안정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규칙(Moore, 2001)”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왔고, 따라서 이 체제를 50여년 간 지속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시위자

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족하지 않고, 세계화로 인한 불만과 그 환상을 만들어내는 혼

란한 시기에 도하선언을 채택했다는 것은 개방적인 다자적 무역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TRIPS협

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은 도하 각료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공이었다고 평했다.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각료선언의 완성은 이번 회의의 첫 번째로 주

요한 성공이었다. 이는 모든 회원국들이 보건상의 위기에 마주쳤을 때 공중보

건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권리와 미래의 의약품 연구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쉽게 고갈시킬 수 있는 것과 같이 TRIPS협정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피

할 필요 사이에 부서지기 쉬운 균형이 충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충돌은 깨

끗하게 해결되었다. 즉 TRIPS협정 내에 보건상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융

통성의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중요했다. TRIPS협정 내에 강제실시

를 승인할 권리와 어떤 근거로 강제실시를 승인할 것인지와 지적재산권의 소

진문제를 국내 레짐으로 설립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이 도하선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불일치를 제거하는 중요한 지

점이고, 모든 정부와 공중보건 로비스트, 그리고 제약산업계 모두의 환경을 

받았다(Moore, 2001).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졸릭도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것이 새로운 개방은 물론, 성장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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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의 채택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정치적으로 좋은 선례가 되는 이정표이다. 나는 이 선언이 에이즈나 결핵,

말라리아와 같이 공중보건의 위기에 회원국들에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

록 TRIPS협정에 규정으로 제공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특히 브라질과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이 과정의 결과에 기뻐했다. 이 

선언을 통해 140개 이상의 WTO회원국들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이 선

언이 TRIPS협정과 지구적 무역체계가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믿는다(Zoellik, 2001).”

비정부조직은 일단 병행수입에 대한 논의를 WTO협정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

을 지적하였지만, 대체적으로는 도하선언의 채택이 공중보건 접근 운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전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다니엘 베르만은 “시애틀 

이후, 엄청난 변화로 2년 전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그들 제약회사의 의지를 꺾을 만

한 힘이 없었다. 이곳 도하에서는 80개 이상의 나라들이 와서 함께 집단적으로 협상

했다. 이러한 연대는 TRIPS가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해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다61).” “건강권을 제기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 협박

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 선언문으로 선진국이 강제 실시권과 같은 세이프가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도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제3세

계 네트워크의 세실레 오도 “선언문은 괜찮은 첫 걸음이다. … 개발도상국에 대한 

압력을 중지하도록 선진국과 제약회사들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압력이나 법적 협

박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개도국은 국내 조치를 제정하고 이행하는 작업

을 할 수 있을 것62)”이라고 평가하였다.

CPTech의 제임스 러브는 도하선언의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였다. 특히 

도하선언이 국가의 특허법을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국제적 선언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문이 TRIPS 30조에 대해 합의된 결과를 얻지 못한 것

에 대해 실망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개도국들이 바란 것은 강제실시 하에서 제조

된 의약품의 수출 통제에 대한 해결책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규정되길 바랬지만 

61) 함께하는 시민 행동, ‘인터내셔널 뉴스’ 150호. 2001. 11. 26.

62) Cecile Oh in 함께하는 시민 행동, ‘인터내셔널 뉴스’ 150호. 200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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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였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엘렌 또엔도 모두를 위한 의약접근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은 

큰 진전이지만, 제조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강제실시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

고자 한 데에 대해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은 점에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걱정없이 강제실시를 

승인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좀 더 과격한 비정부조직인 액트업 파리의 카릴 엘루아디기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중립적 위치를 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을 철저하게 개도국의 제안을 

짓눌렀다고 평가했다. 또한 브라질도 보다 강력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선진국들에게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라고 비

판하였다.

종합하면 WTO 이사회나 의장, 그리고 미국은 TRIPS협정의 큰 변화 없이 그 틀 

내에서 강제실시권에 대해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비정부조직과 국제기구, 여론의 압력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중압감은 있었지만, TRIPS협정에 가장 기본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규범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협정 준수를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공중보건에 관한 접근을 마련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조능력을 가지지 못한 저개발국에 강제실시된 의약품을 수출하

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이후의 논쟁을 야기하는 빌미

로 남게 되었다.

2. 병행수입을 둘러싼 논쟁

2. 1. 도하선언 이행과정의 쟁점: 병행수입

2001년 12월 도하선언을 통해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 선언’이 이루

어졌고, 이 선언을 통해 각 회원국이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해 주체적으로 강제실시

를 승인할 권리와 그 근거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TRIPS

협정의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의 위협에서 벗어나 에이즈나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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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창궐하는 경우에 그것이 국가의 위기와 긴급한 상황이 되는지

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강제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밝혔듯이 강제실시는 자국 내에서 특허권을 가진 의약품을 

제조․생산해서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의약품을 생산

해낼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강제실시가 무용지물이다. 즉 의약품의 제조능력

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저개발 국가들이 공중보건 상에 위기와 긴급한 상황에 직

면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도하 라운드에서 논의는 되었지

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2002년 말까지 TRIPS 이사회가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했다. 이 문제가 바로 도하선언의 여섯 번째 단락(paragraph 6)에 

명시되어 있다.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6조는 다음과 같다.

제약 부문에 제조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전혀 없는 WTO회원국이 TRIPS

협정 하의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

을 알았다. 따라서 우리는 2002년 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책(expeditious solution)을 찾아 일반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TRIPS이사회

에 지시한다. (We recognize that WTO Members with insufficient or

no manufacturing capacities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could face

difficulties in making effective use of compulsory licensing under the

TRIPS Agreement. We instruct the Council for TRIPS to find an

expeditious solution to this problem and to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before the end of 2002)(WTO, 2001e)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6조에서는 제약 영역에서 제조 능력이 불충분

하거나 전혀 없는 회원국이 TRIPS협정 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조 능력이 불충분한 회원국에 지적재

산권을 전용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 받은 전용 사용권자가 판

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매되는 수입품과 경쟁적으로 그리고 병행으로 형성되는 유통

경로를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라 한다. 이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외국에서 적법하

게 판매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여 원 소유자나 국내의 전용사용권자의 동의없이 국

내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수입, 판매한다. 여기에서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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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은 일단 외국에서 원 지적재산권 소유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당해 제품을 판매하여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취득하였음을 뜻한다. 따라서 병

행수입품은 위조상품이나 밀수품 등과는 구별된다(윤미경․이성미, 2001).

병행수입품은 수입국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므로 병행수입은 

수입국에서는 경쟁 촉진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 때문에 기존의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병행수입품은 그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래되므로 원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불명확성이 바로 병행수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이

다.

1) 특허권 생산 vs. 복제약 생산 시장경쟁 

따라서 병행수입을 둘러싸고 특허권을 갖는 제약회사와 복제약을 생산하는 회

사 사이에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경쟁은 국가별로도 나뉜다. 특허권을 갖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대다수의 기업은 미국, 유럽연합, 스위스에 속해있고, 복제약은 

브라질, 인도, 중국 등 개도국이 중요한 공급자이다. 개발도상국에게 제약산업이 중

요한 산업부문이 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처방약 부문에서는 세계 최대의 생산자이

고, 전 세계 복제약의 22%를 생산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게 상당한 비율의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Kerry and Lee 2007, 3). 특히 120개 국가가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

되는 에이즈 치료제 양의 90%가 인도산 복제약이고, 전 세계 에이즈 치료제 양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다(권미란, 2013). 원료의약품의 경우도 인도가 세계 4위 

수출국이다. 인도의 시플라(Cipla)사는 다국적기업들이 연 4000파운드에 공급하는 에

이즈 치료제를 연 225파운드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며, 또 다른 인도 제약회사 란박

시(Ranbaxy Laboratones Ltd)는 현재 라미부딘(Lamivudine), 스타부딘(Stavudine),

네비라피네(Nevirapine) 등 다국적 기업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의 

복제품을 생산해 나이지리아에 수출하고 있다(The Guardian 2001. 12. 11; cptech.org,

2001. 12. 20). 또한 중국도 2003년에 이미 4000개의 제약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에이즈 치약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첫번째 라인 원료의약품의 최대 생산자이다63). 브

라질의 복제산업은 37개의 국영 회사와 12개의 외국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른 

63) Update on China and India and Access to Medicines. Brief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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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복제약을 생산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서 도하선

언 6단락에서 언급한, 즉 제조능력이 없는 국가에 자국이 생산한 복제약을 수출할 

경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리하여 개도국들은 도하선언 6단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자 노력하였다.

2) 권리소진의 문제

특허권은 원래 개별국가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영토성을 띈다. 따라서 한 

국가가 특허를 가진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그 국가 내에서는 그 상품을 얼마든지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도하선언 6단락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강제실시에 

의해서 생산된 복제약을 제3자에게 수출을 할 수 있느냐이다. 강제실시도 강제실시

를 시행하는 국가 내에 특허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강제실

시에 의해 이미 특허의 예외를 허용 받아 특허의 권리가 소진된 상태에서 다른 국가

에 이 상품을 수출한다면 그 상품에는 특허권을 다시 부여해야 하느냐가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특허권의 소진 범위를 국내로 할 것인지, 국제로 할 것인지에 따라 국

내권리소진론(national exhaustion of rights)과 국제권리소진론(international

exhaustion of rights)이 대립하고 있다.

권리소진 원칙은 국내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수용하는 원칙이다. 권리소진 원칙

에 의하면 특허권자 또는 상표권자 등으로부터 일단 적법하게 해당 특허품 또는 상

표품을 양도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권, 또는 상표권이 소진되며, 따라서 양도받은 

특허품 또는 상표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지

적재산권은 특정한 아이디어나 지식․정보에 한정된 추상적인 권리로 일정기간 동안

만 지속되는 권리인데 반해, 이러한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상표품이나 특허품은 그 

수가 많고 반복되어 판매될 수 있다. 만약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해당 제품에도 지

속하여 존재한다고 한다면 편재(ubiquitous)하는 모든 제품이 소멸되기 전까지 지적

재산권자의 권리는 무한정으로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실시할 권리가 

상표품, 특허품 등이 양도될 때마다 부여된다면 이러한 제품들의 유통은 심히 제약

될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중복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어느 한 시점에서 소진되어야 하며 그 적절

한 시점은 최초판매 이후라는 것이 최초판매에 의한 권리소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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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권리소진이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국내소진론과 국제소진론이 있다. 국

제소진론은 권리소진의 원칙이 국내이건 국외이건 차이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병행수입은 수입국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국내소진론자들은 지적재산

권의 소진은 국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근거한다. 각국은 문화와 산업정책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자국 내에 국한된 지적

재산권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각국의 지적재산권은 그 나라 영토 내에 한정되어 당

해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성립하고 효력을 가지며 타국의 지적재산권의 성립, 무효, 소

멸, 존속기간 등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국제법상 속지주의 원칙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제조약인 파리협약에 근거한다. 파리협약 제42조 제1항은 “동맹국의 국민에 

의하여 여러 동맹국에서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동맹국 또는 비동맹국인가에 

관계없이 타국에서 획득한 특허와 독립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2항은 

“어느 동맹국 국민에 의하여 여하한 동맹국에서 출원된 상표의 등록신청도 그 출원,

등록 또는 갱신이 원국가에서 실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절될 수 없으며 또한 그 

등록이 무효화될 수도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윤선희 1996, 41). 국제소진론자들은 

WTO체제 하에서 병행수입금지는 자유무역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윤미경․이

성미 2001, 49).

2. 2. 규범 경쟁: 시장 보호 vs. 생명권

TRIPS협정 31(f)64)조에 의해 강제실시 하에 생산된 제품은 국외로 수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국 내에 의약품 생산시설이 없으나 특허권자가 특허

권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해도 생산설비가 있는 외국

의 도움을 받아 그 나라에서 강제실시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해 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쟁점은 해

결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 질병 및 의약품의 범위, 수혜국(수입국) 및 수출국(강제실

시국)의 범위와 자격, 수출국내 시장 및 제3국으로의 의약품 유출 방지를 위한 세이

프가드 조항, 그리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메커니즘으로 축약된다.

64) TRIPS 31(f)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을 허가받은 회원국의 국내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만 한다(any such use shall be authorized predominantly for the supply 

of the domestic market of the Member authorizing such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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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결방식으로 수혜를 받는 개도국, 그리고 이로 인해 수출기회가 확보되

는데 관심이 있는 브라질이나 인도와 같은 개도국 등은 해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이나 의약품의 범위를 도하선언에서 언급된 것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일반적인 의약품에 더해 활성물질, 치료법, 진단용 제품 등을 추가) 자국 의약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이

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혜국과 수입국의 범위와 자격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은 고소득 회원국은 이러

한 해결방식이 필요 없으며 강제실시를 통한 기술이전 및 수출기회가 개도국에게 주

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수혜국 및 수입국을 규정함에 있어 모두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으로 한정하기를 주장했다. 반면 개도국 및 일부 선진국들은 참여국을 사

전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개도국이 적정한 가격에 생산할 수 없는 특정 

의약품이 있을 수 있으며 고소득 국가도 특정한 상황에서 자국 생산시설로 모든 공

중보건 위기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식에 의한 의약품의 생산은 원래 의도되었던 수입국으로 전량 수

입되지 않으면 위기에 있는 수입국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수출국으로 역수입되

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어 TRIPS협정 또는 도하선언이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특허권

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러한 유출을 방지하는 강력한 세

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TRIPS협정 31조상에서 규정하고 있

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결방식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특히 대립이 첨예하였다.

EC는 제31(f)조를 개정하며 수출금지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미국은 처음에는 수

출에 대해 문제를 삼지 말자는 모라토리엄 방안, 그리고 나중에는 WTO설립협정 제

9조 3항에 의한 면제(waiver)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도국들은 제30조의 일반적인 예외

조항을 통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논쟁의 지형 

2001년 12월 도하선언 채택 이후, 도하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들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2002년 3월 4일 유럽연합은 '도하선언 6단락에 관한 개념 보고서

(Concept paper relating to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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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and Public Health)'(IP/C/W/339)를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유럽연합이 

먼저 논의에 필요한 맥락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유럽연합과 소속 국가들이 

도하 라운드 과정에서 선두(forefront)에 있었던 만큼, 도하선언 6단락의 ‘조속한 해

결(expeditious solution)’을 위해 WTO 회원국과의 협력을 이끄는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WTO 2002a, 9).

유럽공동체가 제시하는 대안은 TRIPS협정 31(f)조, ‘강제실시의 국내시장 공급 

우선’ 조항에 예외조항을 인정할 수 있게 개정하여 특정한 조건에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아니면 30조에 배타적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일 때 좀 더 넓게 해석하는 방안이다. 31(f)조에 

대한 예외조항은 이미 31(k)에 명시되어 있다. 31(k)는 특허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법적이고 행정적으로 반경쟁적이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해 제한할 수 있

다. 30조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 허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3자의 공중보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이익이라고 해석하자는 것이었다(WTO 2002a, 5).

유럽 측은 논의에 앞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첫째, 강제실시 하에 제

조된 의약품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두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의약품의 생산을 위해서는특허권자 뿐 아니라 제조업자도 비용이 들고, 따라서 

모두 적절한 이윤을 남기기를 원한다. 둘째, 이 논의에서 도출된 해결책이 만병통치

약이 아니다. 의약접근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약구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건강보

호체계 강화, 의약보급구조 확립, 의약 사용 감시, 정보, 교육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

이 필요하다. 31조 (f)항이 “우선적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강제실시의 경우에는 예외로 수정하는 방안이 있다. 31조(f)에 대한 

예외규정은 이미 31조 (k)에 있다. “회원국은 이러한 사용이 사법 또는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b), (f)

의 규정된 조건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조항은 충분한 제약제조

능력이 결여된 소규모 경제에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

인 환경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예외조항은 남용과 무역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남용은 지적재산권 규칙의 심각한 탈법

을 가져올 수 있고, 권리권자의 법적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TRIPS협정의 기

본 원칙을 약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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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선 고려해야 할 조건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심각한 공중보건의 문제

에 직면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수출에 대응하는 세이프가드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목표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의 재수출을 막을 세이프가드, 특히 부유한 국가로 

재수출되어 ‘암시장’을 형성할 것을 피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 셋째, 체계

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WTO 2002a). 이러한 유럽공동체가 도하선언 6단락이 갖

고 있는 복잡한 문제의 성격과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TRIPS 이사회는 각 

회원국들이 다음 회의까지 각자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침내 2002년 6월에 TRIPS 이사회에서 TRIPS협정 6단락에 대해 5개 그룹이 보

고서(communication)를 제출하였다. 이 5개 그룹은 먼저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그룹

의 공동 커뮤니케이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볼리비아, 브라질, 쿠바, 중국, 도미니크 

공화국,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페루, 스리랑카, 태국, 베네주엘라를 

대표하여 브라질 대표, 그리고 미국이 6조 병행수입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였다. 유럽

연합과 미국은 알다시피 TRIPS협정의 성립 과정에서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옹호를 주장해왔다. 유럽 측은 큰 틀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옹호라는 입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공중보건과 환경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도하선언의 채택 과정에

서부터 사회세력의 요구를 반영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브라질을 대표로 하는 개도국 연합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브라

질과 중국, 인도, 태국은 대표적인 복제약 제조기술을 갖고 있고 전 세계 복제약의 

상당수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은 도하선언 6단락에 따라 자신들의 복제

약을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1)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지난 3월에 제시한 TRIPS 30조, 특허에 허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예외로 공중보건 문제를 권위적으로 해석할 것과, 31(f)조 즉, 국내시장 우선원칙을 

개정하거나 면제방안을 통해 한계를 극복할 것을 제시한 방안에 대해 수정된 입장을 

제시하였다. 6월 회의를 통해 대부분 회원국들이 31(f)조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

되어 있다는 것에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느꼈다. 31(f)조가 국내시장 공급에 우선한

다는 규정이 된 것은 특허법이 갖는 영토성과 특허규칙의 우회(circumvention)를 막

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한적 강제실시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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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국가들에 대한 의약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위원회가 제안

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31(f)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다른 회원국에 공중보건 상의 

문제가 보고되면 강제실시 하에 생산된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기술하

자는 것이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법적 틀 내에 본문 규정(textual provisions)을 

삽입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깔끔하며 법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영구적인 해결

책이라는 것이다. 이전에 제시했던 면제나 분쟁처리의 유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해

결책이긴 하지만 지속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차원

에서 TRIPS협정 30조에 대한 권위적인 해석은 모든 당사자들이 같은 수준의 법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유럽연합은 31조에 새로운 단락을 추가하는 

것이 31(f)조가 강제실시하에 생산된 의약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극복하고, 그러

면서도 31(f)조가 가진 합리성 사이의 균형을 깨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WTO, 2002b).

이는 이후에 살펴볼 미국과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TRIPS

협정이 우선이고, 도하선언은 예외상황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법적 안전성

을 추구하기보다는 신속하고 임시적인 해결책을 강조한다. 이러한 미국 측 입장과 

유럽 측 입장 차이는 이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병행수입의 옹호: 생명권 

병행수입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것은 역시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심각

한 전염성 질병이 창궐하는 저개발 국가의 모임인 아프리카 그룹이었다. 거기에 병

행수입을 위한 복제약 생산․제조능력을 갖춘 브라질과 중국, 인도를 대표로 하는 

개발도상국 그룹이다. 거기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가세하면서 병행수입 옹호 그룹

이 수적인 우세를 보였다.

① 아프리카 그룹

2002년 6월 아프리카 그룹을 대표하여 케냐 대표가 TRIPS협정 31조 6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2001년 12월에 발표된 도하선언

이 TRIPS협정의 이행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TRIPS

협정 31조에 의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이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에서 강제실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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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지만, 이 강제실시 권한을 누릴 수 없는 생산시설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저개발 회원국들의 보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도하선언 6조에는 TRIPS 이사회

가 2002년 말까지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아무

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실시권에 의해 의약품을 생산한 다른 개도국이 복제약을 생

산할 수 없는 저개발국들에게 수출할 수 있게 하자고 건의하였다. 이러한 다른 개도

국이 강제실시에 의해 생산한 의약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TRIPS협정 31(f)조

항의 국내공급 우선을 수정하여 공중보건 상의 위기 상황에서는 수출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도하선언에서 규정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근거를 회원

국 자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또한 이 그룹은 선진국이나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의약접근권이취

약한 이유로 약값보다는 의료시설이나 의료진,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하부구조를 문

제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의견서에서 아프리카 그룹

은 도하선언의 실행을 위해 해법을 찾는다면 이 문제를 다른 범주의 논의로 해석하

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31조(f)항의 조속한 해결은 불충분한 하부구조나 빈

곤의 문제보다는 의약 부문에 지역의 제조 능력이 불충분하게 결여된 것과 연계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WTO 2002c, 3).

이들이 6항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것은 분명했다. 병행수입, 기술전수, 강제실시,

공중의 요구에 의한 예외, 개도국과 저개발국을 위한 이행기간과 같은 규정은 회원

국이 보건 위기라는 환경에서 실천적인 해결책으로써 요구되는 법과 효과적인 조치

를 채택하고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집단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1년 6

월 27일에 유엔총회 선언을 통해 확인된 국제적 보건 위기에 관한 유엔의 책임성과 

세계보건기구의 성명과 일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이렇게 

아프리카 그룹은 이전에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를 이끌었던 국제기구, 유엔총회

와 세계보건기구 결의안들의 법적 정당성과 법적 힘에 의지하여 병행수입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그동안 지적재산권 레짐 내에서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들을 후퇴시키는 

조치는 다자협정을 파편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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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에서 융통성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확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과의 양자협정이나 복수간의 무역협정(plurilateral

arrangement)을 통해 이 융통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도하선언과 같은 다자협정

을 파편화시킨다고 우려하였다(WTO 2002c, 5).

아프리카 그룹이 제안한 효율적인 방법의 핵심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선택의 자

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그룹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기술전이가 된다고 하

더라도 투자의 회수나 투자자의 이윤이라는 차원에서 소형시장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공중보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저개발국의 빈곤과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투

자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특히 TRIPS협정 31(f)조는 여전히 강제실시권의 범위

를 강제실시에 의해 생산한 국내시장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으로의 수

출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강제실시를 발동한 생산국에서는 국내수요가 전혀 없

을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그룹은 31(f)조의 국내시장에 제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

거나 완전한 예외조항을 둘 것을 요구했다. 혹은 ‘국내시장’의 범위를 상황에 따라 

지역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

합시장을 의미하도록 한다.

또 강제실시조항에서 회원국이 강제실시를 발행할 근거를 설정할 수 있다고 했

지만, TRIPS협정 내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강제실시를 결정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융통성을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이 강

제실시의 근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31조에서 규정

하는 강제실시에 따른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도, 공중보건의 위기를 겪는 저개발국가

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이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이는 ‘에이즈에 관한 선언’에서 국제적 건강 위기와 관련해서 유엔의 책임과 

WHO의 규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제약품(pharmaceutical products)’의 정의에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기술과정, 장비

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WTO, 2002c).

②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

볼리비아, 브라질, 쿠바, 중국, 도미니크공화국,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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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페루, 스리랑카, 태국, 베네주엘라를 대표하여 브라질 대사가 보고서를 접수하

였다. 여기에서 이들 그룹은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의 6조는 그 도

하선언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TRIPS협정이 규정하는 융통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이 도하선

언 6조를 신속한 해결책이라는 차원에서 협소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였다.

도하선언 6조에 기반한 해결책은 ‘기술전이’라는 TRIPS협정의 목적의 수행을 방해해

서는 안 되며, 기술전이야말로 제약부문의 제조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구입

가능한 의약에 접근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들이 도하선언의 전체 맥락에서 6조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도하선언 4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도하선언 4조는 “TRIPS협정은 회원국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

해 취하는 조치를 막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국이 공중보건을 보호할 

권리, 특히 의약접근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WTO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TRIPS협정은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4조가 규정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융통성을 제공하는 TRIPS협정의 규정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WTO 2002e).

이들 브라질을 대표로 하는 개도국 그룹은 의약품을 제조할 능력이 부족한 개

도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이전’라고 강조하였다. 즉 TRIPS협정의 목적에 규

정되어 있는 기술혁신의 증진과 그 기술의 전파와 확산은 지속적인 보건정책과 구입

가능한 의약접근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들 그룹은 이미 2001년 6월

에도 이런 관점에서 TRIPS협정의 목적인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과 보급이 

사회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의 목적이다. 이 목적은 보건

정책의 증진에 핵심적인데, 이러한 기술혁신과 기술이전이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발

전시키도록 한다. … 특허권자가 이러한 TRIPS협정과 공중보건 정책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실패한다면, 회원국들이 의약품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이전과 보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WTO 2001b)65)”는 내용을 제출하였다. 이 그룹은 인

도와 브라질로 상징되는 것처럼 강제실시를 발동하고 복제약을 제조․생산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실시가 의약접근에 미치는 

65) 이때 공동 제출한 국가들은 바바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쿠바, 도미니크 공화국, 에콰도르, 온두

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파키스탄, 파라과이, 필리핀, 페루, 스리랑카, 태국, 베네주엘라

이다(IP/C/W/296). 이 제안서를 작성한 국가 중에 자메이카, 발바도스, 파라과이, 온두라스, 필리

핀이 제외되었고, 중국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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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잘 알고 있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조능력이 부족한 국가의 수

입을 허용할 것과 나아가 기술이전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즉 이들은 제조능력

이 결여된 국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TRIPS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③ 아랍에미리트연합국

한편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도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유럽연

합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였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의견은 발명과 기술 발전을 장

려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공중보건정책을 이행하고 제안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

리가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기본적으로 전제하였다. 그 전제

에서 TRIPS협정 7조와 8조, 기술이전과 보급을 증진하고, 회원국이 공중보건과 영양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위할 권리가 있다는 목적이 지적재산권체계의 근간임을 강

조하였다. 거기에 도하선언은 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중보건정책의 권리 사이의 균

형을 잡기에 좋은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도하선언에 입각하여 

강제실시는 어떠한 제한적인 조건보다 공중보건과 공공이익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발전 정도와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산업 발전이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에게 ‘공공이익은 국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하선언 6조는 공중보건과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WTO 2002d).

(3) 지적재산권 옹호: 미국

한편 미국은 병행수입이 예외적 상황이고, 의약품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부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특허는 발명자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시장화하고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위험을 보상하기 위

한 시장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제약 상품에 대한 배타적인 특허권

의 유용성이 새로운 의약품과 생명공학, 질병 치료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개발에 따

른 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RIPS협정 하에서 명시된 강제실시

를 허용한 것은 적절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에게는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된 TRIPS협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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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따라서 도하선언은 그냥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강제실시를 승인했음에도 생산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의

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TRIPS협정에 기반한 해결책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TRIPS가 정하

는 강제실시 조항과 일치되는 하에서 의약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WTO

2002f). 즉 의약품이 필요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존재

하지 않을 때는 시장에서 의약품을 획득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승인할 필요가 없

고, 특허가 존재한다면 이미 TRIPS협정에 명시된 강제실시 하의 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정을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WTO 회원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그 나라가 특허권을 갖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할 자

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도 에이즈 치료약에 대

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이었다.

또한 제조능력이 부족한 국가라고 할 때, 그 능력에 대한 기준이 정의되지 않았

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제약 영역에서 제조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다고 하는지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TRIPS협정이 규정하

고 있는 예외조항을 최대한 이용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의약품에 대한 제조능력

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먼저 TRIPS 이사회에 약의 수입을 

희망한다는 신청을 하고, TRIPS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그 조치가 실행되고 작동되는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도국과 

저개발국을 위해 수출한 의약품이 선진국으로 역수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안

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은 유럽연합과 동일하다.

미국은 협정을 개정하거나 추가하거나, 혹은 협정의 해석을 확대하는 방법은 법

적 확실성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면제조항(waiver)이나 

일시중지(moratorium)를 선언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그

러나 강제실시 외에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의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요인들 중에는 하부구조, 재정, 관세나 내국세와 같은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추가로 어떠한 가격에도 전 세계에서는 약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TRIPS협정 관련 

해결책이 나오더라도 이는 비용 문제와 연관된다. WHO 산하의 ‘거시경제와 보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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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에서 보고한 『거시경제와 보

건』(Macroeconomics and Health: Investing in Health and Economic

Development)에서 제프리 삭스가 한 말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이 필수의약품에 접

근할 수 없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빈곤 그 자체이고, 대규모 기부에 의한 지원도 없기 때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가 만연하는 상황은 얼마나 낮은 가격으로 약을 공

급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는 결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허가 없는 

의약들일 경우에도 너무 비싸 저수입 국가들은 적절한 기부자금 없이는 구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필요한 의약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국제적인 기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시하는 해결책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

의 영토 내에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에 회원국은 수입하기 

위한 강제실시를 승인할 수 있고, 국내 시장에 외국에서 제조된 상품을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능력이 없는 국가에 특허가 존재한다면 강제실시는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특허권자가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고 하면 수입을 통한 강제실시는 필요하지 

않다. 또 특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

이 없다.

2) 규범 경쟁의 과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하선언 6단락의 이행을 위한 논의는 제조능력을 갖지 

않은 저개발국의 공중보건 문제를 우선할 것인지, 1995년에 체결된 TRIPS협정의 큰 

틀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도하선언을 통해  각 회원국이 공중보건 상

의 심각한 위기와 긴급한 상황을 결정하고 강제실시를 발동할 권리를가진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중보건상의 정책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었다. 여전히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에 따른 법적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

문에 개발도상국들이 강제실시를 승인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행수입이 제기하는 많은 법적 문제들, 질병의 범위와 수출국,

수입국의 자격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왔다. 먼저 2002년 11월 6일 유럽연합은 31(f)의 

적용을 면제받는 긴급한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특별히 제한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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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종류에 따라 면제범위를 나뉘는 것보다는 특히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와 

같이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제안하였다(WTO 2002a). 그러나 미국

은 질병의 범위를 좀 더 규제적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미국이 제안한 것

은 병행수입을 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거론되고 있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이 

단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일반 질병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t'Hoen 2002).

이 의견에 대해 비정부조직들은 비전염성 질병에 의한 희생자의 절반이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하고, 이들은 특허를 가진 고가의 의약품 때문에 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다

고 비판하였다.

다음으로 병행수입에 의해 수입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 미국과 유럽공

동체는 병행수입의 혜택을 받는 개도국을 세계은행이 정한 저수입(low-income)국으

로 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고수입의 개도국은 공중보건 상 ‘국가의 위기나 극단적

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저렴한 의약품이 필요하다고 밝힐 경우에만 병행수입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비정부조직은 이러한 차별화는 신약의 복제약

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해낼 수 없는 중국을 제외한 최소 72개의 개발도상국들이 

평등한 의약접근권을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브라질, 인도, 남아공,

케냐, 태국, 중국, 이집트는 미국과 유럽공동체가 고수입 개도국을 혜택에서 배제한 

것에 반박했다. 이는 도하선언 6단락에서 제시한 ‘제조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없는’ 국

가들이라는 명료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병행수입을 위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의 범위에 대한 논

란에서 유럽공동체는 모든 회원국들이 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병행수입의 수출국은 자국 내  제약산업에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선진국들은 기술이전과 개발도상

국의 제약회사에 투자하는 것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러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 비정부조직은 복제약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수를 줄이는 것

이 저가의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비판하였다. 병행수

입에 의해 저개발국이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먼저 복제약을 제공하려는 기업

이 자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때 수출국이 생산을 할지 말

지가 수입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병행수입의 수입국은 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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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치적 의지, 즉 제3국의 보건 위기를 위해 자국에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약접근이 쉽

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다음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은 TRIPS협정 30조의 ‘제한적 예외(limited

exceptions)’에 대한 해석이다. 즉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가

능하게 하는 규정 중 하나가 바로 TRIPS협정 30조인데, ‘회원국은 특허로 부여된 배

타적 권리에 대해 일반적인 특허남용과 비합리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특허권자의 합

법적인 이익을 비합리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제공될 때 제한적 예외를 둘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일상적이지 않은 공중보건상의 위기와 긴급한 상황이 발

생한 수입국에 특허된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

나 미국은 이 30조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IP/C/W/358). 즉 특허권자

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

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2002년 3월 4일의 보고서(communication)에서 유럽연합과 

그 소속 국가들은 중재안을 내놓았다. TRIPS 30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다른 국가가 수입승인을 받아 그 국가의 공중보건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할 때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안했고

(IP/C/W/339) 브라질이 이 안건에 지지를 표했다. 2002년 6월에 브라질은 TRIPS

이사회에 개도국을 대표하여 TRIPS협정 30조가 제3국의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승인할 수 있는 권리가 각 회원국마다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WTO 2002e). 그러나 이 시점에서 기존

에 비슷한 안건을 냈던 유럽공동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WTO 2002b). 그러나 

유럽 측의 변화와는 달리 2002년 10월 23일 유럽연합 의회는 ‘수정196’의 형태로 

TRIPS 30조에 대한 제안을 채택하였다. 이 수정안에는 “제3국에서 그 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했거나 아예 특허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국가, 그리고 제3국의 공

중보건 당국이 그 의약에 대한 효과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3국에 수출하기 

위한 의도일 때 그 의약품에 대한 제조는 허락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세계보건기구의 제안서와도 일치한다. 세계보건기구는 6단락의 문제는 복제약을 제

조하는 어떤 국가든 다른 어떤 국가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제안된 예외’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경계에 대한 기준으로 캐나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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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WTO의 패널 보고서를 이용한다(Matthews 2004,

90). 캐나다의 특허 보호 관련 패널 보고서는 TRIPS 30조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

공해준다. 즉 TRIPS 30조에 의해 강제실시를 발동할 때는 3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한

다는 것이다. 첫째, 그 예외는 제한된 성질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반 특허 

남용과 비합리적인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 이익을 비합리적으

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논쟁이 지지부진하게 지속되자 2002년 12월 16일 TRIPS 의장인 에콰도르 대사

인 펠레즈 모타(Perez Motta)가 조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조정안은 의약 부문에서 제

조능력을 갖지 않은 개도국이 공중보건의 문제에 직면해서 이 체계로부터 혜택을 얻

고자 할 때는 제조능력을 가진 어떠한 국가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정안

에서 복제약 수입국과 6단락 기제를 이용하는 국가들은 재수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치가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 12월 17일 비공식 TRIPS 이사회에서 코타 

대사는 조정안에 대한 추가적 수정은 없고, 미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

라 결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2002년 12월 20일 공식 회의에서 미국은 병행수입의 혜

택을 받는 질병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하였다66). 이는 미

국 제약연구 및 제조협회의(PhRMA) 의견을 따른 것이었다.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

협회는 질병의 범위와 수입국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도하선언의 1단락에서 TRIPS 이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심각한 공중보건의 문제

는 저개발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질병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중보건 문제의 심각성(the gravity of the public

health)”를 인지하고 있고, 그 중에 “특히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유행병에 

따른 것들(especially those resulting from HIV/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other epidemics)”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세계무

역기구 대사인 이스마엘에 따르면 미국의 제약연구 및 제조협회가 비공식적인 회의

에서 미국 대사를 통해 제시한 안은 엄청 협소한 범위였다. 즉 병행수입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입국은 “저개발된 회원국 혹은 도하선언 2(a)에 의해 이 제도를 사

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TRIPS 이사회에 표명한 회원을 의미(eligible importing

Member, means a least-developed Member, or a Member that has made a

notification to the Council for TRIPS pursuant to Paragraph 2(a) of its intention

66) ‘Consensus on TRIPS Unravels as US Blocks Deal on Scope of Diseases,’ Inside US 
Trade (3 J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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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se the system)(Ismail 2003, 399 재인용”한다고 밝혔다. 심각성과 규모에 있어서

도 또한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도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혹은 다른 비교할만한 심

각성과 규모를 갖는 전염성이 있는 유행병(HIV/AIDS, malaria, tuberculosis or

other infectious epidemics of comparable gravity and scale, including those that

may arise in the future)(Ismail 2003, 399 재인용)”이라고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제

한하는 이유는 이 병행수입 제도가 갖는 융통성이 남용되면서 발생하는 손실과 

TRIPS 체제 자체의 붕괴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만이 

질병의 범위와 수입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였고, 나머지 모든 회원국들

이 미국의 제안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안은 결국 WTO라

는 다자협상에서는 통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회담 유예에 따라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가, 2003년 1월 9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가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들이 제안한 것은 전

문가가 지정하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심각한 22개의 전염병에 대해 국내시장 우선 

공급 규정을 철회하자는 것이었다(European Commission 2003). 그러나 이러한 유럽

의 제안에 대해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 목록 안에 아프리카의 주요 질병의 치료에 필

요한 특허의약품은 모두 제외되어 있고, 이 목록에 있는 질병들은 대부분 의약품 치

료가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비판하였다(MSF 2003). 그러나 유럽 측의 제안에는 위에 

거론된 목록이 포함하지 못하는 질병이나 WTO 회원국이 강제실시 하에 수입을 원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언을 통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은 도하선언이 선의로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방법으로 보였다. 결국 2003년 2월 10일 이사회는 합

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고, 2003년 6월 4-5일 동안 유럽연합은 아프리카-캐리비언-태

평양 국가 그룹과 함께 제안하였다. 유럽연합은 이 지역 국가들을 위해 도하선언을 

이행하는 방법과 이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들이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WTO, 2003b). 또한 아프리카-캐리비언-태평양 그룹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세계무

역기구, 세계보건기구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WTO, 2003a). 2003년 6

월 회의는 특별한 합의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 다음 회의에서 미국이 입장 변화

를 보였다. 즉 이전에 31(f)조, 즉 국내시장 공급을 면제받는 기준으로 세 가지의 질

병에 국한되어야 한다던 주장에서 병행수입의 혜택을 받는 국가의 자격을 저수입국

과 저개발국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면제는 저비용 의약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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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장에 상업적으로 수출될 위험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변화는 이후 2003년 8월에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합의를 형성에 중요한 지점이었다.

협상의 마지막 절차로 WTO의 관례에 따라 미국, 케냐, 브라질, 남아공, 인도가 

비밀회의를 통해 2003년 8월 21일에 결정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마련된 결정안은 

2003년 8월 28일 TRIPS 이사회의 결정을 통과했고, 마침내 2003년 8월 30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도하선언 6단락에 대한 이행안을 통과시켰다.

2. 3. 규범의 수렴: 도하선언 6조의 이행에 관한 선언

1) 규범의 수렴: 병행수입 인정

2003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6단

락의 이행에 관한 결정(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WT/L/540), 이하에

서는 결정)’을 채택한다. 이는 TRIPS협정의 31(f)조가 강제실시에 의해 만들어진 상

품이 “대부분 국내시장을 위한 공급”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TRIPS협

정31(f)조가 제기한 문제는 강제실시 하에 제조된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제

한된다는 것과 의약품 생산 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국가는 의약품 접근이 불가능하

다는 것이었다. 이에 앞선 논의를 거쳐 드디어 의약품을 제조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

한 국가들도 수입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정문에서 채택한 주요한 규정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 '제약 상품(pharmaceutical product)'은 모든 특허를 가진 상품 혹은 특

허된 과정을 통해 제조된 상품을 의미하고, 이 제약 부문에서 도하선언 1단락

에서 인식한 것과 상황에서 공중보건상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 제

조에 필요한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과 사용을 위해 필요한 진단장치

(diagnostic kit)가 포함될 수 있다.

(b) '적격한 수입 회원'은 모든 저개발 회원국과 TRIPS 이사회에 수입국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명한 모든 회원국, 예를 들어 국가적 

위기나 극도의 긴급한 상황 혹은 공적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만 이 병행수

입체계를 전적으로 혹은 제한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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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몇 회원국67)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들이 

이 시스템을 쓰는 것은 단지 국가적 위기나 다른 극단적인 긴급한 환경 외에

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c) '수출 회원'은 이 결정이 정리한 체계를 통해 의약품을 생산하여 적격한 

수입회원국에게 수출하는 회원국을 의미한다(WTO 2003c).

이 결정문은 제약 상품에 대한 정의를 특허를 가진 상품뿐 아니라 특허를 보유

한 제조과정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제조에 필요한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을 포

함하는 광범위한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 결정에 따라 세 가지의 포기 

효과가 발생하였다. 첫째, 31(f)조에 의한 수출국의 의무가 없어졌다. 즉 어떠한 국가

도 강제실시 하에 생산된 복제약을 수입하는 국가의 요구에 맞게 수출할 수 있게 되

었다. 둘째, 강제실시 하에 특허권자에게 수입국이 보수(remuneration)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이중 지불을 피하기 위해 사라졌다. 보수는 오직 수출하는 측면에서만 

요구된다. 셋째, 결정을 할 때 최빈 개도국이 최소한 구성원의 절반으로 분류될 때,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에 대한 수출 제약이 사라져 그들이 지역무역협정 내에서 수출

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사용할 수 있다.

병행수입 체제에 대해 혜택을 받는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한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

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 23개국은 병행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후 2004년에 EU가 동참한 이후, 다른 10개 국가, 체코, 시프러

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카,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슬로베니아도 동참했다. 다른 11개 국가, 홍콩, 이스라엘, 한국, 쿠웨이트, 마카오, 멕

시코, 카타르, 싱가포르, 대만,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다

른 극도의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많은 잠정적 

67)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케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

국, 미국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적 위기나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만 수입국으로서 paragraph 6체제를 이용하겠다고 한 국가들도 있다. 유럽연합, 체코 공화국, 시

프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그리고 홍콩, 이스라엘, 한국,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대만,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

도 국가적 위기나 극도의 긴급 상황에서만 수입국으로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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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들은 강제실시 하에서 수출을 위한 예외적 생산을 허여하기 위해 그들의 법과 

규정을 개정했다. 2003년 규정은 과도기이고, 2005년 12월에 마침내 TRIPS협정이 개

정되는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2) 외부 담론 형성: 남아공의 소송전략

도하선언이 채택된 이후, 병행수입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던 과정에 국제적인 여

론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발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TAC)

이 다국적 제약회사를 상대로 국내에서 소송을 걸어 승소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

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남아공의 비정부조직이 남아공 정부는 물론 다국적 제약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인권과 경쟁법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지적재산권법에 제한을 

가한 것이었다.

치료행동캠페인의 전략은 남아공 헌법에 간직되어져 있는 인권의 원칙을 활용

하는 것이었다(Matthews 2011, 96). 2001년 에이즈가 엄마로부터 아이에게 전염되는 

것(Mother To Child Transmission, MTCT)을 막는 효과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

(ARVs)를 생산하는 베링거 잉겔하임이 남아공에 공짜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인 네비

라피네(Nevirapine)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아공 정부는 이 치료약이 그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검증이 부족하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치료행동캠페인은 

2002년 7월 보건부 장관과 기타 관료들을 대상으로 프레토리아 고등법원에 제소하는 

법적 대응을 하였다. 이 고소장에서 치료행동캠페인은 남아공 정부가 네비라피네를 

공중보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지 않았고, 에이즈가 아이에게 전염되

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프로그램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소에 동참한 

단체는 TAC와 하룬 사루에(Haroon Saloojee) 박사, 어린이 권리센터(Children's

rights Centre), 남아프리카 민주주의 연구소(Institute for Democracy in South

Africa), 첫 번째 법정조언자(first Amicus Curiae), 공동체법 센터(Community Law

Centre), 두 번째 법정조언자(Second Amicus Curiae), 그리고 코트랜드 아기보호

(Cotlands Baby Sanctuary), 세 번째 법정조언자(Third Amicus Curiae)이었다.

이 재판에서 남아공의 헌법 재판소는 남아공의 헌법 27조 1항과 2항에 따라 남

아공 정부가 임산부와 새로 출생하는 아이의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알 수 있

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써서 종합적이고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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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남아공 헌법 27조 1항은 “모든 사람들은 (a)재생산적 건강 관리를 포함하는 건

강보호 서비스, (b)충분한 음식과 물, (c)그들 자신이 혹은 그들의 부양가족,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사회적 안전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Africa 2002, 5).” 헌법 27조 2항은 “국가는 국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인식하는데 획기적인 성취가 있도록 합당한 법적 그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의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Africa 2002, 5)”고 

되어 있다. 남아공 헌법 재판소는 남아공 정부가 이 헌법 27조 1항과 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다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Africa 2002).

한편 치료행동캠페인은 인권 규범뿐만이 아니라 경쟁법도 활용했다. 2002년 9월 

TAC 외에 10개의 남아공 NGO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베링거 

잉겔하임을 상대로 제소하였다(Hazel Tau and Others v. GlaxoSmithKline and

Boehringer Ingelheim). 제소의 명목은 이 두 다국적 제약회사가 항레트로바이러스 

약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함으로써 수명보다 이른, 피할 수 있는 생명의 손실에 대

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Matthews 2011, 103).

글락소는 남아공에 여러 종류의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적량 조절 조합 항레트

로바이러스 약품을 팔아왔다. 글락소와 베링거 잉겔하임이 아스펜(Aspen) 제약사에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를 부여했지만 이는 단지 남아공의 공적 영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허락되었다. 또한 아스펜에서 생산된 복제약은 원래 특허약의 40%에 달

할 만큼 비쌌다. 글락소와 베링거 잉겔하임을 제소한 11개의 고소인으로 하젤 타부

를 비롯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 5명68)과 간병 노동자 4명, 그리고 남아공의 대표

적인 노조인 남아공 노조의회(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COSATU))

와 화학, 에너지, 제지, 인쇄, 목재 연합 노조(Chemical, Energy, Paper, Printing,

Wood and Allied Workers Union(CEPPWAWU))가 함께 참여했고, 마지막으로 에이

즈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치료행동캠패인과 에이즈 컨소시엄(AIDS

Consortium)이었다. 여기에 더해 남아프리카를 위한 행동(Action for Southern

Africa), 옥스팜(Oxfam International), 캐나다의 에이즈 법률 네트워크(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 미국의 CPTech도 지지를 보내고 고소인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CPTech의 제임스 러브는 미국의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에 관한 전문가 진술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받고 제약회사가 연구개발에 실제적

68) 이들의 이름은 Hazel Tau, Nontsikelelo Patricia Zwedala, Sindiswa Godwana, Issac 

Mthuthuzeli Skosana, Matomela Paul Ngubane이다(Duncan Mattews 2011,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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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사실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두 초국적 제약회사에 의해 허가받은 복제약은 남아

공의 경쟁법 8조 a항인 “지배적인 회사가 ‘지나친 가격(excessive price)69)’을 책정하

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고소인들의 논리는 글락소와 베링

거 잉겔하임에 의해 책정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값이 직접적으로 ‘에이즈를 가진 사

람들에게 조숙한, 예측 가능하고 피할 수 있는 죽음’을 가져오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 보호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도 위반

했다고 규정하였다. 이들이 내세운 헌법 조항은 헌법 39조 권리장전에 대한 해석을 

따랐다. 39조는 권리장전을 해석할 때, 법원과 재판소, 포럼은 1항에서 (a) 인간의 존

엄, 평등과 자유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 기반한 가치들을 반드시 증

진해야 하며, (b) 국제법을 고려하고, (c) 외국법을 고려해야 한다. 2항은 어떤 법조

항을 해석하거나, 보통법 혹은 관습법을 해석할 때, 모든 법원과 재판소, 포럼은 권

리장전의 정신과 취지, 목적을 고취해야 한다. 3항에서는 권리장전은 보통법, 관습법

에 의해 알려진 권리나 자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Matthews 2011, 123 각주 18).

고소인들이 ‘지나친 가격’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왜냐

하면 ‘지나친 가격’이라는 논의로 틀을 지으면, 특허제도에 대해 도전하지 않고 대중

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Berger 2006,

198). 이 소송은 치료행동캠페인에 의해 진행된 대중적인 캠페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많은 집중을 받게 되었다.

상호 동의할만한 합의를 찾는 글락소와의 협상은 2003년 9월 11일부터 시작되

었다. 베링거는 처음에는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사건을 거쳐 참여하

게 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2003년 9월 26일에 TAC가 다른 비영리 단체와 함께 베

링거 잉겔하임에게 항레트로 복제약에 대한 비배타적 자발적 면허를 허락할 것을 요

청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1999년과 2001년에 TAC와 남아공 국경없는 의사회가 

네비라피네(Nevirapine)에 대한 자발적 면허 획득을 요구한 활동의 연장선에 있었다.

두 번째 사건은 2003년 10월 16일 경쟁위원회가 글락소와 베링거 잉겔하임이 적절한 

로열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항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면허를 거절한 것은 1988년

의 경쟁법에 위배된다고 제소하였다. 특히 그들은 경쟁자가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

을 거절하고, 지나친 가격을 책정, 배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지배적인 지위

69) ‘지나친 가격’이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그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에 

비해 합리적이지 않을 만큼 비싼 가격”을 말한다(Duncan Matthews 2011,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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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남용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합의 협상과정에서 글락소는 이

전에 이미 승인한 아스판 제약사에 대한 자발적 면허의 기간을 연장하고, 공적 부문 

외에 사적 영역까지 승인을 확대하였다. 이 사례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초국적 규모

의 대중적 요구가 있을 때 그것에 직면하기보다 재판 없이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고 한다는 것과 개발도상국 정부가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을 때 경쟁법을 

활용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Berger 2006, 199).

3. 도하선언의 법제화 : TRIPS협정의 개정

3. 1. 협정 개정에서의 논쟁: 시장 보호 vs. 생명의 문화

2003년 8월 일반ㅡ이사회에서 채택한 도하선언 이행을 위한 결정은 임시적인 

절차였다.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결정을 영구적인 협정의 개정으로 이끄는 것이다.

2003년 개정문의 채택도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의견의 차이

를 노출했지마만, 이 결정을 바탕으로 협정문을 개정하는 과정은더욱 지지부진했다.

협정의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된 지점은 협정 개정의 기본을 어느 문서에 두

느냐 하는 것이었다. 2003년 8월 결정문 11단락에는 이 결정이 다른 규정으로 개정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TRIPS협정의 개정은 이 결정에 기반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프리카 그룹은 이 단락에 기초해서 2004년 12월 10일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 관련한 TRIPS협정의 개정안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면제를 포함하는 이 결정은 TRIPS협정 규정의 개정이 다른 규정을 대체하여 

회원국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에 종료된다. 따라서 TRIPS 이사회는 개정

이 이 결정에 기반해야 하고, 나아가 도하선언의 45단락70)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이것이 더 이상 협상의 부분이 아니라는 이해에 기반해서 6개월 이내

에 개정을 위한 준비를 채택하고, 이 개정이 2003년 말까지 시작해야 한다

70) 45. 이 선언의 명목 하에서 추후 추진되는 협상은 늦어도 2005년 1월 전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

다. 각료회의 다섯 번째 회기에서는 협상의 진전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치적 지도를 제공하고 필

요하다면 결정할 것이다. 모든 부분에서 협상의 결과가 성립된다면, 특별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이 

결과를 채택하고 이행과 관련한 결정을 할 것이다(WT/MIN(01)/D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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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2003c).

아프리카 그룹의 제안서는 기본적으로 2003년 8월의 결정문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상품', ‘적격한 수입국’, ‘적격한 수출국’에 대한 규정은 기존 결정문과 

거의 유사하다.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2003년 8월 결정문의 1(b)에서 제기하는 ‘적

격한 수입국’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이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즉 원 결정문에서는 수

입국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황이 더 이상 국가적 위기나 다른 극단적인 긴급 상

황이 아닌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시스템에 의한 수입국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내용

이 적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제안한 안건에는 이 내용이 제거되었고, 단

지 의약제품을 제조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회원국이 TRIPS 이사회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었다.

아프리카 그룹이 이 제안서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보다는 

의약품 제조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국가들을 상대로 기술이전과 제조 능력을 배양한

다는 부분이었다(IP/C/W/437, (f)조). 이들은 기술이전과 제조 능력의 배양 필요성

을 설명하면서 다른 협정을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다. 즉 1994년 GATT가 마련한 개

발도상국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의약품의 지역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 ⅩⅩ

Ⅳ과 1979년 11월 28일에 ‘개발도상국을 위한 차별화와 특혜대우 결정(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L 4903))에 입각해서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이 지역무역협정의 한 구성원

이지만, 그 지역무역협정의 절반 이상의 저개발국일 경우에 수입에 필요한 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이 저개발국에 기술이전과 의약 분야

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실천적

으로 이루기 위해서 TRIPS협정 66.2조와 도하선언 7단락, 다른 TRIPS 이사회의 작업

에 착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아프리카 그룹의 제안에 대해 미국은 다른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2005년 3월 18일 논평(IP/C/W/444)을 통해 아프리카 그룹의 제안서에는 의

장성명서나 그외 성명서에서 다룬 개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즉 

미국은 도하선언에 대한 이행 결정문을 통해 강제실시로 인해 제조된 의약품을 수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재수출과 무역 전환을 막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수출 전환할 수 없도록 핵심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자고 했던 의장성명서를 

TRIPS협정의 개정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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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강조하는 의장성명서는 2003년 8월 결정문이 채택된 것과 더불어 TRIPS

일반이사회의 의장인 카를로스 페레즈 델 카스틸로(Carlos Pérez Castillo)가 발표한 

것이다. 의장성명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결정문이 권한을 넘어

서서 시장의 질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도하선언 6단

락의 이행에 관한 결정’은 “편견 없이 산업적 혹은 상업적 정책 목적의 추구가 아니

라 단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로 사용되어야 하고, 만약 이 결정에 의해 

공급된 상품이 의도적으로 시장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이 결정의 목적은 깨지는 것이

다(WTO 2003f)”라고 명시하였다. 덧붙여 병행수입을 위해 생산한 의약품이 시장으

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 예를 들어 과거에 제약회사들이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한 상품의 전환을 막기 위해 제품의 포장과 표지 등을 차별화

한 '모범 관행(best Practices)'을 소개하며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였

다.

이러한 미국의 문제제기에 대해 아프리카 그룹은 2005년 4월 6일, ‘생명의 문화

를 형성(to build a culture of life)’하는 것이 그 어떤 논의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제조능력이 결여되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 죽어

가는 몇 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수의

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그룹이 제

안한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은 2003년 8월의 결정을 전적으로 사

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얘기하는 의장성명서는 

그 발언의 배경을 볼 때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의장성명서가 채택된 배경에는 

2003년 8월의 결정이 제약시장에서 복제약 제조업체에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었다. 비공식적인 TRIPS 이사회에서 저개발 국가와 개도국이 

의장성명서의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을 때, 당시 의장성명서는 절대 영구적인 

해결책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개

발국과 개도국이 의장성명서 채택에 동의한 이유는 칸쿤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공

헌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WTO 2005d, para. 10-11).

이러한 긴급한 상황은 현재 없으며, 2003년 8월 일반이사회의 결정(IP/C/W/405)이 

채택될 때 의장성명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후에 의장성명서는 주석에 추가된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다. 따라서 TRIPS협정 개정에서 주석이 기본이 될 수는 없다

는 것이 아프리카 그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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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아프리카 그룹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도하선언에서 TRIPS협정

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회원국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특히 모두의 의약접

근권을 향상하기 위한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약속

을 다시 강조하였다. 아프리카 그룹은 ‘과도기적 대책(interim solution)’으로 마련한 

것이 오히려 협정의 개정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프

리카 연합위원회가 조직한 특허와 의약 접근에 관한 아프리카 지역 워크샵에는 35개

의 아프리카 국가의 많은 보건 장관들과 특허청의 정책결정가가 모여 ‘과도적 대책’

의 운용 가능성(workability)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 워크샵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아프리카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심각한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허가 의약접근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심대하다. 특히 2004년 

한 해에 에이즈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250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2004년 12월 쓰나

미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 수의 10배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

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WTO

2005d, para. 15)”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TRIPS협정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3. 2. 협정개정과정

2005년 12월 6일, 드디어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둘러싼 오래된 논의가 끝을 맺

었다. 일반이사회에서 TRIPS협정 31조에 대한 수정을 합의하고 선언하는 ‘TRIPS협정 

개정의정서(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를 채택하였다. 수정한 31조

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그룹이 제안한 안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째, 31(f)조에서 강제실시의 예외 조건에서, 공중보건에 관한 국가 위기나 긴급한 상

황에서 수입국의 자격을 가진 회원국에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할 때

는 강제실시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둘째, 31(h)조와 관련해서 강제실시를 

할 경우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수입국의 자격을 

가진 회원국의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이러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제약

품에 대한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국내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긴밀히 협력

하는 경제영역의 경우, 즉 WTO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이 지역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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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한 구성원일 때, 그 시장의 적어도 절반 이상이 UN 목록에 저개발 국가로 구

성된 경우에 강제실시 하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을 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으로 구성된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이 선언은 많은 난관 끝에 채택된 것이다. 2003년 8월 도하선언 이행에 관한 선

언이 나오고 난 이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정문의 반영방식, 의장성명의 

법적지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TRIPS협정 개정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에 미국이 

2005년 3월에 제출하고 아프리카 그룹이 2005년 4월에 협정개정 제안서를 제출하였

다. 2005년 10월 EC가 비공식 회의를 제안함에 따라 TRIPS 의장(최혁 주제네바 대

사) 주재로 미국, 아프리카 그룹과 3자 협의를 시작하였다. 최혁 주제네바대표부 대

사가 TRIPS 의장의 자격으로 3자간 비공식 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협상타

결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최종 협정문 개정 과정에서도 결정문의 내용을 일부라도 자국에 유

리하게 만들려는 각국의 시도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시도로 협정문의 개정은 교착상

태에서 별 다른 진진이 없었다. 이 논의 과정에서 관련 이해 당사국, 즉 아프리카 그

룹과 미국, 브라질 등이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 또는 협의 형식의 회담에서 많은 주

장이 나왔지만 팽팽한 세력 균형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2003년 8월 30

일에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정문을 그대로 채택하였다71). 결국 교착상태를 

뚫고 이전의 결정문을 그대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TRIPS 사무국의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한다72). 2005년 12월 6일에 최종 결정문 채택했다. TRIPS 이사회의 정례회의

에서 의장의 패캐지 제안에 대해 이의없이 합의로 채택되었다. 이어서 일반이사회를 

속개하고 TRIPS 이사회에서 제출한 결정문을 그대로 채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홍콩 각료회의(2005. 12. 13-18)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공중보건 문제가 홍콩 각료회의 이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WTO

체제의 윤리적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선진국이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그룹에서도 수년 간의 협상지체로 인한 

정치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조항을 개정문 본문에 삽입하는데 성

공함으로써 홍콩 각료회의 이전 해결을 위해 논의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71) 최혁 전 TRIPS 이사회 의장과의 메일 인터뷰 내용 참조. (2014. 1. 3. 본인 메일)

72) WTO의 미구엘 로드리게즈(Miguel Rodriguez) 차장과 당시 사무국의 아드리안 오터(Adrian 

Otter) TRIPS 국장, 그리고 일반이사회 의장이었던 케냐 대사 아미나(Amina)가 팽팽한 국가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그 중재역할을 통해 결국 이해당사자들은 2003년 8월 

결정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최혁 전 대사 인터뷰.



- 244 -

나아가 홍콩 각료회의 시 공중보건 문제가 여타의제에 대한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도 다수 회원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당시 

조류독감 때문에 브라질, 인도 등이 타미플루(조류독감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려는 움직임도 합의 도출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외교부,

65).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동 합의결과를 일제히 환영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의 에이즈 등 공중보건 관련 질병위기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

했다.

4. 소결 

2001년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 선언은 정치적인 합의의 결과였다.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가 대규모의 反 WTO를 주장하는 초국적 시민사회운동의 결

집으로 실패하면서 이후 다자무역질서인 WTO의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

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증대되었다. 초국적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저개

발국의 다자 무역질서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도 증대된 것이 사실이다. 개도국과 저

개발국의 영향력 확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001년 TRIPS협정과 공중보

건에 관한 도하선언이다.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은 시애틀 시위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 즉 

노동과 환경, 농업 등의 개발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담감에서 최소한의 성과

를 위해 채택된 것이란 평가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의 채택으로부터 2005년 12월 6일 TRIPS협정의 개정까지

의 과정과 성과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WTO 협정이 개정된 

기록적인 의미가 있다.

도하선언의 채택 과정은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문제를 지적재산권이 아닌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나아가 인권이라는 규범 문제로 규

정하고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과정이다. 이 과정을 이미 설립된 지적

재산권 레짐 내에서 개정하는 과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즉 제도적 협상

(institutional bargaining)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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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과 공중보건 사이의 협정을 개정하는 제도적 협상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성사되었다. 먼저 시애틀 시위 이후 도하선언이 나오기까지 

TRIPS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논쟁이다. 이 시기는 TRIPS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

제실시권, 즉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승인을 받

아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에 대한 해석이 핵심 논

쟁이었다. 미국은 이 공중보건 상의 위기상황에서 지적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TRIPS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31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선언이나 규정의 개정을 반대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입장에서는 31조에 지적재산권 적용의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30조

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강제실시를 활용할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히 브라질이나 남아공의 경우는 이 규정에 따라 자국의 

보건법을 개정했지만, 미국에 의해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특별 

선언이나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이 사용한 것은 TRIPS협정 자체에서 기술하

고 있는 7조 TRIPS협정의 목적이 기술이전과 전파라는 것과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

여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과 8조 원칙으로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 및 영양 상태를 보호하고, 자기나라의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전에 매

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

정을 근거로 들었다. 거기에다가 세계보건기구가 채택한 보고서와 유엔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에이즈에 대한 의약접근권의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는 보고서를 유엔 일반

총회에서도 채택함에 따라 도하선언이 가능했다. 그 과정에 인권이나 보건 문제에 

예민한 유럽연합이 협의의 과정에서 유럽 내의 비정부조직과 사회세력의 압력을 수

용하면서 입장 선회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2001년 12월 도하선언이 채택된 이후, 두 번째 시기에 제기된 문제는 강제실시

를 위한 의약품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저개발국에 대한 수출문제였다. 강제실

시에 의해 생산된 의약품은 국내에서만 소비해야 한다는 TRIPS 규정 31(f)조가 제조

능력이 없는 저개발국의 의약접근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핵심 문제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을 도하선언 ‘6단락 체제(paragraph 6 system)’라고 부른다. 이 체

제의 핵심 쟁점은 저개발국의 의약접근권을 보장할 것인가, 병행수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재수출, 무역 전환과 같은 시장질서의 파괴를 막을 것인가  문제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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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국 수출을 목표로 강제실시를 허용할 것인가는 복제약 시장과 특허약 시장을 

두고 제약회사들 사이의 강한 경쟁 유인도 있었다. 또한 미국은 병행수입을 허여하

는 질병의 범위를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세 가지로 협소화하고자 했으나 유럽연합

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프리카-캐리비언-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기

술지원과 병행수입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이에 더해 남아

공은 최초로 국내에서 초국적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리하면서 약값을 

인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TRIPS 이사회 내에서 이 안건을 반

대하는 건 오직 미국 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내외적 압박에 몰려 주장을 

굽히게 되었고 2003년 8월 도하선언 이행을 위한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끝으로 2003년 8월에 채택한 결정문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영구적인 TRIPS협정

의 개정까지를 효력범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도하선언과 이행을 위한 결정문을 반

영한 TRIPS협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지지부진하였다. 마지막 개정까

지도 논란이 된 것은 병행수입을 위해 생산된 의약품이 선진국이나 다른 개도국에 

재수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룰 것

을 주문하였고, 아프리카 그룹을 비롯한 개도국은 도하선언의 채택에서 합의된 융통

성의 원칙과 도하선언 이행에 관한 결정문을 기반으로 공중보건을 우선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협정 개정은 영구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각 세

력들의 입장은 팽팽했다. 그만큼 논의는 별다른 진척 없이 진행되다가 2005년이 되

면서 조류독감 발생과 관련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목도하고, 대외적

으로 가해지는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 WTO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압력과 

홍콩 각료회의 이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더해지면 2005년 12월 6일에 결정

문과 의장성명서를 반영한 형태로 TRIPS협정이 개정되었다.

2001년 도하선언이 있기까지는 다양한 비정부조직과 사회세력, 국제기구의 행위

자들이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담론 연합으로 결합하여 TRIPS협정에 가입한 국가 행

위자를 압박할 수 있었지만, 도하선언 이후 협정을 개정하는 과정은 순전히 TRIPS협

정 내에서 국가 행위자들 사이의 제도적 협상이었다. 그 과정은 도하선언의 채택 과

정처럼 순탄하고 매끄럽지 않고, 지지부진했지만 도하선언에서 채택한 공공이익으로

써 의약접근권과 인권은 이후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이 협상 과정에서 끊임없이 근

거로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이 장에서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은 각 협상의 단계별로 앞서 채택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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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선언이나 결정들이 지속적으로 이후의 협상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채택된 도하선언은 그것이 아무리 정치적 선언의 성격을 띠더라도 이

후의 도하선언의 이행과 TRIPS협정의 개정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행

위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미국은 도하선언이 채택될 당시의 인권이 갖고 있는 

규범적 힘과 그것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적 연합, 특히 유럽연합이 공중보건 보호 

연합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따라서 미국은 도하선언의 이행

과 TRIPS협정의 개정을 둘러싼 협상의 과정에서 마지못해 채택한 도하선언의 영향

력을 애써 축소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아프리카 그룹과 개발도상국 그룹이 끊임없이 도하선언의 규정과 TRIPS협정 자체에 

규정된 기술이전과 공중보건 보호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미국은 발목이 잡히게 되었

다. 이처럼 법제화된 규범과 규칙은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

으며, 행위자의 선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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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론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해서 전 세계적인 규제 레짐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 과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연구․개발을 기반

으로 한 첨단기술 중심의 초국적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국가

이익이라는 전략적 설득을 통해 가능했다. 미국에 기반한 초국적 기업들이 선도자가 

되어 유럽연합, 일본의 기업들과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이익의 획득을 공동 

목표로 하는 연합을 형성하였다. 이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각 정부를 대상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가 곧 국가이익이라고 설득하고, 다자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규범을 국

제적인 레짐으로 형성고자 하는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지적재산권이라

는 규범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합이었다.

당시 국제무역관계에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던 미국은 다른 국가에 대해 경쟁

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기술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다자협상에서 

이 의제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와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통상법을 개정하여 슈퍼 301조를 

통과시켰다. 슈퍼 301조를 통해 미국은 다자협상에서 TRIPS협정을 통과시킬 것을 개

발도상국들에게 요구하는 압박을 가하였다.

그러나 한편 우루과이 라운드는 다자협상이기 때문에 간단히 압박만으로 합의

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이 협상에서 탈퇴함으로써 협상 자체

를 결렬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이에 대한 설득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

서 초국적 기업과 선진국들이 개도국과 저개발국을 설득한 내용은 미국을 비롯한 거

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지적재산권 레짐의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과 해외

투자도 확대되기 때문에 결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개발도상국

들은 지적재산권 규범이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이 제시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기대로 입장을 전환하게 되었다. 결

국 1994년 마라케쉬 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은 무역에 기반한 하나의 중요한 규범이 

되었다.

초국적 기업 행위자들의 주도로 시작된 지적재산권의 레짐화는 결국 개발도상

국과 저개발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국제레짐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TRIPS협정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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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에이즈가 확산되면서 300만 명에 가까

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의약품은 초국적 기업들이 특허를 확보한 상태로 제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레짐에 의해 특허를 가진 의약품은 보호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전염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접근조차 할 수 없

는 상황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몇몇 개발도상국들이 공중보건정책을 위해 특허약과 

같은 성분을 지닌 복제약을 생산하자, 이것이 TRIPS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

과 분쟁을 거치게 되었다. 이는 TRIPS협정이 채택되는 과정에서는 인식하지 못했던 

지적재산권 규범이 갖는 모순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즉 지적재산권의 보호

라는 규범은 공중보건 상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침해한

다는 것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을 최대로 보호하는 지적재산권 레짐이 공중보건이라

는 공공성을 침해하는 모순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면 막강한 제재의 수단을 가지고,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한 형태의 지적재

산권 레짐이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성을 침해하는 이 불일치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

킬 수 있을 것인가?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의 이익을 막강한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비

대칭적으로 형성한 지적재산권 레짐이 이들의 힘과 이익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신현실주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2005년 

12월 TRIPS협정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복제약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

의 제조 능력이 없는 국가를 위해 복제약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도 허용하는 규정

을 추가하는 개정을 이루었다. 이는 기존의 신현실주의적 제도주의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가 예측하던 것과 상이한 결과이다. 신현실주의적 제도주의는 패권의 존재 

이외에는 어떠한 변화도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상정하고,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적 

이익의 구조가 변화했을 때만 레짐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는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레짐을 창출하고자 한 것이고,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미국의 국가

이익, 나아가 선진국의 국가이익 구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설

명하는 다른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먼저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기존 레짐의 모순이 에이즈의 확산이라는 위

기의 상황에서 인식되면서 기존 레짐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규범

이 등장했다. TRIPS협정이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규범, 즉 연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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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노동에 대한 재산권의 인정이라는 이익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약접근권, 나

아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즉 당시의 문제를 의약접근권과 인권이라는 

규범으로 설정함으로써 그 규범이 갖고 있는 적절성과 정당성의 힘이 지적재산권 레

짐을 변화시키는 데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지적재산권은 연구 개발에 투자한 비용

을 보존하기 위한 권리로 그 개발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권한을 주는 배타적 권리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는 독점의 가능성 때문에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

라서 이는 사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약접근권이나 인권은 보편적 이익으로 

공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범이 갖는 정당한 힘이 있다.

의약접근권과 인권이라는 규범이 갖는 또 다른 역할은 이 문제를 이익의 문제

가 아닌 적절성과 정당성의 문제로 재설정함으로써 이 적절성의 논리에 동의하는 다

양한 행위자들을 하나의 정치적 연합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에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상당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전대미문의 비극 앞에서 지적재산권

이 이 생명을 지키는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침해한

다는 것은 공중보건의 보호를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를 연합으

로 끌어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에이즈 문제의 심각성을 조사하고 

지적재산권이 의약접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낸 보고서를 채택하였

고, 유엔인권위원회도 총회를 통해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고서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권과 보건 문제에 예민한 유럽연합이 입장을 바꾸었고, TRIPS 이사회 

논의과정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공중보건의 보호는 국가의 사활적인 이익이었

다. 힘의 비대칭 구조에서는 이들이 강대국을 상대로 그들의 이익에 대항하여 레짐

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들 개발도상국들도 의약접근권과 인권이

라는 규범연합에 동참하였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인권이라는 규범과 접목시켰을 때,

정치적 연합에 변화를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는 유럽연합이었다. 유럽연합은 

기존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주장하던 입장이다가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재규정하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

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예외로 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유럽연합의 변화는 전체

적인 정치적 연합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결국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그 변화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도하선언과 도하선언의 이행을 위한 결정문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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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에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첨부하는 개정이 있었지만, 이 개정문

을 국내법에 적용한 국가들은 많지 않다. 개발도상국이 의약접근권의 활용을 두려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개도국이 실제로 융통성을 이행할 법적 능

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미국과 제약회사들의 대응도 도하선언과 병행

수입을 인정하면서도 개도국들의 융통성 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도하선언과 도하선언 6단락에 따라 개도국들이 강제실시권을 승인할 수 있게 

되고 병행수입을 허용하게 되자,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위해 WTO라는 다자

적 레짐이 아닌 양자협정과 지역협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다자적 무역 질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자

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양자협정이나,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을 허용하는 지역협정

을 맺기 시작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협정도 체결하게 되는데, 그 협정은 

도하선언과 협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차원을 제외한 보다 강력한 형태

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명시하는 ‘TRIPS 플러스(TRIPS-plus)’를 채택하고 있다. 중저

소득국가(LMICs)들은 공중보건정책을 제약하는 강력한 TRIPS 플러스 협정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수출 시장에서 수익성이 좋은 농업과 섬유와 같은 핵심 

부문에 대한 무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양자협정과 지역협정을 받아들인 것

이다(Kerry and Lee 2007, 5).

미국은 2000년 이후 10여 건 이상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발히 체결하면서 

TRIPS 규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확산시켜왔다. 이는 TRIPS협정

을 주도했던 사적 기업들이 도하선언과 협정의 변화 이후 세계무역기구 외부에서 양

자 간 협정, 지역별 협정, 다자간 협정을 통해 TRIPS 플러스 방식의 지적재산권 협

정을 추진하고 협정 불이행을 이유로 제소를 하며 현행 협정의 허점을 차단하려는 

공격적인 방향으로 진로를 잡아왔기 때문이다(Sell 2003, 269). 따라서 미국은 FTA

형태의 양자협정과 지역협정을 통해 TRIPS 레짐에서 확보하지 못 한 강력한 지적재

산권 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약품의 접근성을 위협

하는 것이며 도하선언의 원칙과 목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미국이 추

진해온 FTA에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강화 조항이 예외 없이 삽입되는 데 대한 비

판은 미국내 정치권에서도 일어났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

와 접근성 촉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FTA에서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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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2007년 5월 미 행정부와 의회는 양자 간 합의에 의하여 신통상정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에 미국이 협상한 FTA에서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접근성

의 사항을 포함한 몇 가지 영역에서 협정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GAO, 2007).

4개의 FTA 상대국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이었고, 이들 국가와의 FTA

비준 동의를 위해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의약품 지적재산권에 관한 주요 개정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도상국에

서 신약 시판승인을 합리적 기간 내에 진행한다면 의약품 자료독점 기간은 동일 제

품의 미국에서의 자료독점 기간을 경과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둘째, 개발도상국에서 

특허 및 시판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

량권을 더 부여한다. 셋째,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시행에서 개발도상국

의 재량권을 더 부여한다. 넷째, 공중보건의 목적 상 필요한 경우 FTA 상대국이 자

료보호에 관한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한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협정문의 

어떤 내용도 FTA 상대국이 도하선언을 이행하고 모든 이에 대한 의약품의 접근성을 

촉진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한다.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협정문은 더 나아가 특허기간 연장과 허가-특

허 연계의 실시를 국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료독점 기간도 미국의 

자료를 인용했을 경우 미국 내 자료독점 기간 이상으로 둘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한국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이러한 사항에서 제외되었다. 허가-특허 연

계 제도의 골자는 특허 침해나 특허 무효를 가려내기 전에 특허가 있다는 이유만으

로 복제약 판매를 허가해주지 않는 것이다. 특허권자가 품목 허가를 받은 후 의약품

의 물질, 제형, 조성물,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 정보를 식약청에 등재해놓으면, 특

허 등재된 의약품과 같거나 비슷한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자동 정지'된다. 복제약을 판매하려면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그 복제

약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

다(권미란, 2013).

또 다른 예는 아메리카 대륙의 FTA에서 강제실시의 조건을 제한한 것이다. 강

제실시는 오직 생산을 위한 특허가 완료되었거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가능한데, 이

를 위해 WTO 이상의 기구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지었다. 미국-호주의 FTA에서도 호

주에서 강제실시 하에 생산된 의약품은 아무리 이웃나라의 공중보건의 위기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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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수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체결되었다. 또한 

TRIPS 플러스에서는 기존에 특허로 보호된 발명이더라도 특허가 발동되기 전에는 

복제약 생산을 인정했던 것을 폐지하고 특허의 보호기간도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TRIPS협정을 성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초국적 제약기업들과 

미국은 지금까지 일련의 공중보건과 지적재산권이 충돌되는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에이즈 창궐이라는 환경에 부딪쳐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의 

수준이 제약받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는 저개발국의 생명을 담보로 특허권을 챙긴

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의약에 대한 접근권을 인권으로 결부시키

는 과정에서 인권 규범이 갖는 설득적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던 것이

었다. 따라서 이들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 그리고 건강과 관련한 세계보건기

구,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규범적 압력이 작동하는 다자적 협상틀이 아닌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양자협정을 선호한 것이다.

미국은 공중보건의 보호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한 TRIPS협정에서는 지적재산권

의 최대 보호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정당성

보다는 힘이 지배하기 쉬운 양자협정과 지역협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73). 이는 

다시 말하면 다자협상의 수준에서 혹은 다자 제도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에 기

반해야 하고, 따라서 물질적 힘보다는 그 제도를 구성하는 회원국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리하면 다자

적 협상의 공간에서는 아무리 강대국의 힘과 이익이 보장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정당

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규범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구성주의의 입장에서는 다자협상에서 미국이 입장을 철회했다는 것 자체를 

미국의 이익이 재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규범이 강대국의 이익을 

변화시키는 설득력(persuasion)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입장을 정리하면, TRIPS협정이 공중보건과 인권 규범에 의해 변화된 

것은 규범의 힘이다. 규범이 갖고 있는 정당성에 의해 강대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실

현하는 방식과 공간을 바꾸었다. 다자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인 규범과 레

짐으로 성립시켰지만, 에이즈의 확산이라는 환경적 변수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게 된 

73) 이처럼 비슷한 이슈를 다루는 여러 협정들 중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협정

을 골라 이동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forum shopping’이라고 한다. 미국이 양자협정과 지역협정, 

다자협정을 번갈아 가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입장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라호스의 연구

(Drahos, 20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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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정당성 때문에 힘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강대국들은 지적

재산권의 최대 보호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규범보다는 힘의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자협정이나 지역협정으로 이익실현의 공간을 바꾼 것이다.

따라서 다자협상의 공간에서는 강대국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규범의 힘이 중요하고 

또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본 논문은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하

는 형태로 형성된 지적재산권 레짐이 비정부조직이 제기한 의약접근권과 인권 규범

의 동학을 통해 TRIPS협정의 개정을 가져오고, 국제레짐을 변화시킨 사례를 분석하

였다. 국제레짐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힘과 이익을 가진 행위자의 선호 변화

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규범이 국제레짐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강조한다. 규범은 행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과 같

은 ‘결과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s)’가 아니라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에 따른다. 집단적으로 적절성을 규정하는 것은 결국 정당성

(legitimacy)의 문제이다.

이는 러기가 국제레짐의 형성과 유지의 근거가 힘과 사회적 목적의 정당성이라

는 두 축이라고 주장한 것과도 일치한다. 국제레짐은 크래스너의 정의를 간단히 정

리하면 국가 행위가 일정하게 수렴하도록 기대하는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

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규칙을 준수하

는 동인은 억압(coercion)과 자기이익(self-interest), 그리고 정당성(legitimacy)이다

(Hurd, 1999). 그러나 TRIPS협정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기이익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 하고, 억압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국제레짐을 뒷받침하는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국제레짐을 구성하는 행위자를 국가로만 본다면 국가 간 힘의 비대칭 구조와 

강대국의 이익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대국의 이익이 공중보건과 같은 공공성을 

침해하거나 정당성의 문제에 직면할 때, 또 그것이 약소국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을 

때, 약소국들은 힘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레짐이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적 목적, 예를 들어 보건과 환경과 같은 공공성을 반영하는 목

적과 충돌하는 경우에 국가 행위자보다는 초국적 비정부조직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

해진다. 초국적 비정부조직 행위자들은 국가 행위자와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

원이 거의 없다.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당성의 확보이다. 따라서 이들



- 255 -

은 기존의 레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정당성의 기반으로 규범을 

활용한다.

특히 인권 규범은 ‘적절성’을 판단할 때 쉽게 반대할 수 없는 규범적 힘

(normative power)을 가지고 있다. 비정부조직과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복제약 생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인권 규범에 접목시켰다. 따라서 인권 규범과 

인권 문화에 민감한 유럽연합이 입장을 바꾸었고, 미국도 끝내는 협정의 개정을 수

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인권이라는 규범이 갖고 있는 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제레짐의 변화를 규범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장점이 있

다. TRIPS협정을 바꾸려는 운동은 비정부조직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세계보건기구

와 유엔인권위원회까지 결합하였고, 이후에는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브라질까지 

결합하면서 거대한 연합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여러 행위자들의 연합은 실제로 

TRIPS 회의에서 도하선언을 이끌어내고, 이후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

회의’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각기 서로 다른 조직적 행동 논리와 목

적을 가진 행위자들을 하나의 연합으로 결합시킬 수 있었던 중심고리가 바로 규범이

다. 적절성에 대한 집단적 결정의 과정에서 연합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국제레짐의 변화를 규범의 동학으로 설명하는 것은 국제레짐에서 무엇이 

변화했는지 그 내용(content)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RIPS협정이 개정되는 과정

은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미국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공중보건을 보호해야 한다

는 연합은 지적재산권은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건강권을 공적 이익을 보호하

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충돌하고 있는 규범이 내

세우는 정당성의 논리와 그 내용이 경쟁을 통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내용의 정

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논문은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향으

로 개정되게 된 과정을 규범의 동학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는 이론적으로 국제레

짐의 변화에 규범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규범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국가 행위자가 아닌 초국적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아무리 강대

국들이 힘과 이익이 변하지 않은 비대칭적인 구조라고 할지라도 국제레짐, 특히 다

자적인 협정에서는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규범이 등장하면 강대국도 그 규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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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때문에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제정치에서  힘과 

이익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규범이 작동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국제정치의 힘 개념을 넘어서서 규범이 갖는 적절성과 정

당성의 힘이 다른 행위자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규

범의 적절성과 정당성이 비대칭적 힘의 구조를 극복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

력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갖는 한계는 단일사례만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레짐의 변화에 규범이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규범이 어떤 사례에서는 레짐의 변화에 성공을 거두고, 어떤 사례에서는 실패

하는지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규범이 국제레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조건을 분

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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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TRIPS 관련 분쟁해결절차

WTO 분쟁해결

협의 요청국 대 상 국 

<협의단계>

협의 개시 (협의 요청 후 30일 내)

WTO 사무총장의 주선, 조정, 중개

<패널단계> 패널 구성 요청
협의 요청 후 60일 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DSB: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DSB의 패널 구성

첫 DSB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는 

한 2번째 회의에서 구성

위임사항 결정

구성 후 20일 내 당사국간 

합의 안 될 경우 

표준위임사항으로 결정

패널 검토

당사국 접촉/ 제3국 접촉

일반 6개월․최장 9개월 

내

패널, 당사국에 중간보고서 제출

<DSB 단계> DSB에 패널 보고서 회람 <상소기구 단계>

(20-60일)

DSB의 패널보고서 채택

(상소 안될 경우 60일내)

상소기구 검토

(90일 내)

DSB의 상소기구 

보고서채택(30일 내)

DSB의 채택보고서 이행 감독

(결정된 합리적 기간 내)

당사국의 보상 협상

DSB의 보복조치 승인

(합리적 기간 종류 후 60일내)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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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에이즈 치료제 개괄

Generic Name
Brand
Name FDA

Marketing
Firm

U.S. Patent
Holder

SA
Pat.

Zidovudine
(AZT) Retrovir 1987

GlaxoSmithKli
ne

Burroughs
Wellcome Yes

Didanosine
(ddI) Videx 1991

Bristol-Myers
Squibb United States Yes

Zalcitabine
(ddC) Hivid 1992 Roche United States No

Stavudine
(d4T) Zerit 1994

Bristol-Myers
Squibb Yale University Yes

Lamivudine
(3TC) Epivir 1995

GlaxoSmithKli
ne

IAF Biochem
Int'l Yes

Abacavir
Sulfate Ziagen 1998

GlaxoSmithKli
ne

Burroughs
Wellcome Yes

Sequinavir
Mesylate Invirase 1995 Roche Roche Yes

Saquinavir Fortovase 1997 Roche Roche Yes

Ritonavir Norvir 1996
Abbott

Laboratories
Abbott

Laboratories No

Indinavir
Sulfate Crixivan 1996 Merck & Co. Merck & Co. Yes

Nelfinavir
Mesylate Viracept 1997 Pfizer Pfizer Yes

Amprenavir Ageneras
e 1999

GlaxoSmithKli
ne Vertex Yes

Nevirapine
Viramune 1996

Boehringer
Ingelheim

Boehringer
Ingelheim Yes

Delavirdine
Mesylate Rescriptor 1997 Pfizer Pfizer Yes

Efavirenz Sustiva 1998
Bristol-Myers

Squibb Merck & Co. Yes

Sources: 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 (http://www.cptech.org); Amir

Attaran & Lee Gillespie-White, Do Patents for Antiretroviral Drugs Constrain

Access to AIDS Treatment in Africa?, 286 No. 15 J. Am. Med. Ass'n 1886, 1888

(2001);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range Book

(http://www.fda.gov/cder/ob/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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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role of norms in the revision process of the

TRIPS Agreement related to public health. Existing literature on international

regimes, which mainly focuses on their emergence and maintenance, has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e change of international regimes. In particular, neo-realist

approaches rarely explain the emergence and change of regimes, because they assert

that the existence of hegemony is the only possible factor under which regimes

emerge and change. Also, neo-liberal approaches that explain regime change with a

change of preferences cannot explain why preferences change and how this

translates into regime change. Against this backdrop,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explaining what causes international regime change and how it changes, based on

the role of norms.

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reafter: TRIPS

Agreement), which is the subject of analysis for this thesis, became an international

regime for strong protection of the nor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nor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merged mainly due to the demand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 who felt threatened by these countries' development and wanted

to protect their advanced technology, as it was their basis for growth, and secure

competitiveness with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tructure. Based on the TNC's

demands, the USA changed their trade policy to more strongly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because they felt a sense of crisis based on increasing trade deficits in the

1980s, which saw the beginning of the strong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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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 such as Taiwan and South Korea. This TNC coalition persuaded the

industrialized states to form an interest coalition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interest coalition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developed states repeatedly used coercion and persuasion in order to design an

international regime that could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in the Uruguay Round. This resulted in an asymmetric

structure of the TRIPS regime that represented the interests of the economic powers

such as TNCs and powerful countries rather than thos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1995, at the same time as the WTO was established, the TRIPS Agreement

also came into effect, and thus many developing countries, according to their duty

for implementation, had to enact or revise domestic law so that they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s regulations. However, in the middle of the 1990s,

the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Brazil, and India plunged into a public health

crisis due to the HIV/AIDS pandemic. These developing countries, in which the

mortality rate rose steeply because of AIDS, intended to enforce new public health

policies that would allow them to produce generic drugs without a patent. At this

point, the USA utilized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o enforce the

TRIPS Agreement's rules and started to sanction respective countries by applying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During this public health crisis, people

recognized that the TRIPS Agreement has contradictory goals from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that is to say, TRIPS rules infringe on the common good, even in

urgent situations. While TNCs and the coalition of powerful nations put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veloping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stressed the need to revise the TRIPS Agreement for the sake of public

health. How could the international regime that indeed inhibits the common good

change in the face of such an asymmetric power structure?

In December 2005, the TRIPS Agreement was amended and now included the

option to take measures to limi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o protect public

health based on an autonomous decision in the case of a public health crisis. This

change of the TRIPS Agreement to als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of public health

is an exceptional case, because the international regime originally prioritized the

interest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powerful countries, and neither their

power nor their interests had changed. The change in the TRIPS Agreement w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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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safeguarding the vital interests of weak and small states, i.e.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So how was it possible in this asymmetric structure to change an

international regime that had been designe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

that it also reflected public benefit? That is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thesis.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thesis concentrates on the role of norms and the

actors who advocate and diffuse norms. Through the crisis of AIDS pandemic, the

TRIPS Agreement became perceived as contradicting public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International NGOs protested against this cognitive dissonance by

advancing norms. As norm entrepreneurs, they countered the nor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put forward by the TRIPS Agreement, and purported the need of

access to medicine in order to treat diseases. Drawing on the norm of access to

medicine, they were able to establish a coalition with the WHO. Moreover, the

access to medicine movement fused with other civil society movements that

opposed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of the WTO, and thus diffused to the

world's public opinion. Later, Brazil, who was also sanctioned by the USA because

of producing generic drugs, joined the access to medicine coalition. Brazil framed

this issue as a question of human rights, and extended the coalition to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is process, the EU,

which has been very sensitive to human rights, changed its stance. So, the EU, who

had advocate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en the TRIPS

Agreement was established, re-defined this issue as an issue of human rights and

thus changed its position to one in favor of protecting public health. As a result, in

December 2001, the WTO adopted the Doha Declaration that allowed countries who

were experiencing a public health crisis to limi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o

autonomously implement public health policies. This was the success of the coalition

of INGOs, develop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TRIPS Agreement according to the Doha

Declaration was another process of institutional bargaining. If the Doha Declaration

is characterized as a political declaration, then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is

a legalization process. The legalization process represents the process that leads to a

consensus based on the argumentation of two competing norm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s. access to medicine rights and human rights. In the bargaining process

based on this argumentation, the political coalition was able to go beyo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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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of the norms to consider the notion of public benefit. This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oalition, owing to the normative power of human rights, led to the

amendment of December 2005 in which the TRIPS Agreement included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If this revision process of the TRIPS Agreement is explained through norm

dynamics, its theoretical meaning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a new norm emerges when the existing rules or regimes are perceived as

being contradictory. The actors who have well-organized knowledge in the issue

and advocate the new norm are called norm entrepreneurs. In this case, TNCs are

the norm entrepreneu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le in order to resist to

this, INGOs are the other norm entrepreneur of the access to medicine rights.

Second, norms have an agenda-setting ability that frames the direction of how

the issue is perceived. In particular, norms can change the agenda from the logic of

interest to the logic of appropriateness, because, by definition, a norm is a standard

for action. In the case of the TRIPS Agreement change, the claim that the public

health polic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treating AIDS vio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presents the logic of interest. However, when INGOs framed the

issue with the norm of access to medicine rights, the focus no longer remained on

the logic of interest, but had been shifted to the logic of appropriateness. The

crucial difference lies in the fact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private rights,

but access to medicine rights are public rights, and thus were of greater legitimacy.

Third, the appropriateness of the norm caused the actors to form political

coalitions. In the TRIPS Agreement change, it was the normative power of human

rights that led the EU to change their position from one that primarily advoc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one that advocated public health rights. This

normative power in the form of legitimacy was also able to be exerted in the case

of the WHO or the UNHRC.

Key words: international regime, norm, norm dynamics, appropriateness, political

coalition, fram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uman rights, access to

medicine rights

Student number: 2004-30060


	제 1 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 논문의 구성

	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틀 
	1. TRIPS 협정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2. 지적재산권 레짐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자원 
	3. 가설과 분석틀

	제 3 장 TRIPS 협정의 성립과정 
	1. 지적재산권의 특징과 등장배경
	1) ‘지적재산권’의 특징
	2) 지적재산권 규범 등장 배경 

	2. 지적재산권 규범의 출현
	1) 反 위조연합형성
	2) 지적재산권 규범의 기획가
	3) 지적재산권 이슈의 규정
	4) 미국 지적재산권의 제도화

	3. 지적재산권의 규범의 확산
	1) 양자협정을 통한 압박
	2) 다자협정을 통한 설득

	4. 지적재산권의 레짐화
	1) TRIPS 협정 체결
	2) TRIPS 협정의 강제성

	5. 소결

	제 4 장 대항규범의 동학
	1. 공중보건문제의 대두
	1) HIV/AIDS의 확산
	2) 지적재산권 보호의 방어벽

	2. 대항규범의 출현
	1) 의약접근권 규범 기획가 
	2) 초국적 비정부조직의 결집
	3) ‘의약접근권’ 규정
	4) 대항규범의 분출

	3. 대항규범의 확산
	1) 브라질의 인권 프레이밍 전략 
	2) UN 인권위원회와의 연합
	3) 도하선언 채택

	4. 소결

	제 5 장 규범의 경쟁과 수렴
	1. ‘강제실시권’을 둘러싼 논쟁
	1) 도하선언 채택과정에서 쟁점
	2) 규범 경쟁: 사적 이익 vs. 공적 이익
	3) 도하선언 수렴 과정
	4) 규범의 수렴: 도하선언 채택

	2. 병행수입을 둘러싼 논쟁 
	1) 도하선언 이행과정의 쟁점 
	2) 규범의 경쟁: 시장 보호 vs. 생명권 
	3) 규범의 수렴: 도하선언 6조의 이행에 관한 선언 

	3. 도하선언의 법제화 
	1) 협정 개정에서의 논쟁 
	2) 협정개정과정 

	4. 소결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