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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국제적 법질서와 국내법〉

WTO 협정과 국내법*

―한․일간 PDP 특허 관련 무역분쟁의 시사점―

1)

張 勝 和**

Ⅰ. 들어가며

한국과 일본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적, 역사적 갈등이 많은 나라이면서

도 무역 관련 분쟁은 실제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사법적으로 해결된 

적이 최근까지 한번도 없었다. 사상 최초의 한․일간 WTO 분쟁이라고 할 수 있

는 수산업(김) 분쟁1)도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불거

져 나온 것임을 감안할 때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봄부터 2005년 봄까지 일년에 걸쳐서 양국의 대표적 전자산업분야인 PDP 제조

회사들 사이에 두 건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 으며, 이 분쟁들은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 두 건의 분쟁은 그 전개 양상을 달리

하 지만, 결국 관련 한․일 양사간의 타협으로 마무리 짓는 선에서 종결되었다. 

그러나 그 분쟁의 전개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각각 자국의 관련 국내법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처하 으며, 그 관련 자국법 자체나 관련 조치가 WTO 관

련 협정에 합치하는 것이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지난 2001년 세계 시장 점유율 97%를 기록하며 일본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지

배하던 세계 PDP 시장은 LG전자와 삼성SDI 등 국내 업체들의 급성장으로 2004

년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6%에 달하고 있다.2) 이와 같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Japan-Import Quotas on Dried Laver and Seasoned Laver,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Korea, WT/DS323/1 (3 December 2004) and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by Korea, WT/DS323/2 (7 February 2005).

2) 한국경제신문, 2005년 1월 20일자, “한국, PDP 세계시장 1위 등극” 참조(htt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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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나라 기업의 PDP 시장에서의 약진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후지쯔, 마쯔시

타와 같은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자사들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

하면서 사상 최초로 법적인 대응을 하 고 우리 기업 역시 법적으로 맞대응을 

하게 되었는 바, 그것이 바로 삼성 SDI(이하 “삼성”)와 후지쯔의 PDP 분쟁과 

LG전자(이하 “LG”)와 마쯔시타전기(이하 “마쯔시타”)의 PDP 분쟁이다.

2004년 봄에 본격화된 삼성과 후지쯔의 제1차 PDP 분쟁의 경우 후지쯔는 일

본 동경세관에 삼성의 PDP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 다는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 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동경세관은 삼성의 PDP 제품에 대하여 

즉각 통관보류조치를 시행하 다. 이에 대하여 삼성은 일본과 미국에서 후지쯔의 

특허권 자체를 다투는 법적 대응을 하 으나, 우리 국내에서 사법절차나 무역위

원회를 통한 구제수단을 강구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양사간 협의로 분쟁을 종결

하 다.

한편 2004년 가을 불거진 LG와 마쯔시타의 제2차 PDP 분쟁의 경우에는 제1

차 PDP 분쟁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침해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PDP 제조업체간

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제1차 PDP 분쟁과 표면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띠었으나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LG는 삼성과 달리 국내에서도 

무역위원회에 자사의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마쯔시타의 PDP 수입품에 대한 불공

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하 고, 이와 더불어 마쯔시타 PDP의 수입 및 국내판

매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 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

행위의 조사를 개시하 으며, 동시에 마쯔시타 PDP에 대하여 LG의 신청을 받아

들여 잠정조치를 시행하 다. 한편 마쯔시타는 일본 세관에 LG의 PDP 제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신청하 으나 세관은 제1차 PDP 분쟁과 달리 통관보류조치를 

하지 아니하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차이로 말미암아 제1차 PDP 분쟁과 제2차 PDP 분쟁에 

있어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 또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는 일본이 법적인 측면에서 공세를 취하 기 때문에 주로 동경세관의 통관보류

조치와 그 근거가 된 일본 關稅定率法(the Customs Tariff Law of Japan)의 WTO 

합치성이 문제되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일본 세관이 LG PDP에 대하여 

구체적인 통관보류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그와 관련된 통상법적 문제는 발생

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5&article_id=0000773258, 2005년 8
월 8일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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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대신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오히려 LG의 맞대응의 일환으로 신청

한 마쯔시타 PDP 수입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아들 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동

조치 및 그 근거가 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

피해구제법”)의 WTO 합치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 다.

양국의 국내법에 따라 시행된 일본 동경세관의 통관보류조치나 우리 무역위원

회의 잠정조치는 대상물품의 수입을 사실상 중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서 그 실질이 동일하다. 또한 이들 조치와 관련되는 일본 관세정률법이나 우리 

산업피해구제법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의 수입(또는 수출)에 관한 규제

를 위한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나라의 다른 국내법은 모두 관련 

WTO 협정인 TRIPS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3)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지닌 국내법 제도라 하더라도 이것이 국

제법질서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느냐, 즉 WTO 합치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자국과 경쟁국의 관련기업에 전혀 다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아가 국내입법을 국제법질서에 맞도록 제정, 운 하는 것은 국내기업의 국제경쟁

력에도 직접적 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사실상 같은 효과를 발

생시키는 통관보류조치나 잠정조치가 하나는 국제법질서(WTO) 합치성을 확보하

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정부의 국내입법의 

미비 내지는 실패로 인하여 자국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산업피해구제법이나 일본의 관세정률법이 국제법질서, 특히 WTO 

TRIPS 협정에 합치되는 입법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일 그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관련 기업이 자사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분석해 보는 것은 그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넘어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교훈을 줄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의 제II장에서는 제1차 PDP 분쟁에서 문제가 된 일본 

관세정률법 및 그에 기한 통관보류조치의 WTO 합치성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고, 

다음 제III장에서는 제2차 PDP 분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우리 산업피해구제법 

및 그에 근거를 둔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의 WTO 합치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동협정의 全文은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_trips.pdf 참조 (2005년 8
월 8일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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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통관보류조치에 대하여는 그 WTO 불합치성을 

찾아내기 위한 공격적 분석을 시도하고, 한국의 잠정조치에 대하여는 그 WTO 

합치성을 방어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기로 한다. 이는 국수주의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다른 두 나라가 국제법질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접근방식을 채택

하는 경우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제법질서 합치성에 다른 향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어느 한 나라 자국 기업에 치명적인 향을 줄 수 있음을 양국의 비교

법적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다. 물론 만일 그 과정에서 일본과 우리의 

법제도가 WTO 협정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 지에 관한 정책적 제언 역시 포함될 것이다.

Ⅱ. 일본 관세정률법의 WTO 합치성 : 삼성 ― 

후지쯔 PDP 분쟁 사례4)

1. 삼성과 후지쯔의 PDP 분쟁 개요5)

일본 후지쯔는 2004년 4월 6일 삼성을 상대로 일본과 미국 법원에 특허권 침

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통

관단계에서도 이를 문제삼아 동경세관에 삼성의 PDP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청하 고, 같은 해 4월 20일 일본 동경세관은 이러한 후지쯔의 요청을 받아들

여 이날부터 삼성의 PDP 제품의 통관을 전면 보류하 다.

동경세관의 위 통관보류조치는 일본의 관세정률법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정부

는 동 법률 및 그에 기한 통관보류조치의 WTO 합치성, 특히 TRIPS 협정과의 

합치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지 여부를 심각하

게 고려하 다.

결과적으로 삼성과 후지쯔는 양쪽 회사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특허기술을 크

로스-라이센스(cross-license)6)하기로 합의하여 이 분쟁을 비법률적인 절차를 통하

4) 동 사례의 WTO 합치성 분석은 Seung Wha Chang, “The Customs Tariff Law of 
Japan and its WTO consistency: A case study of the Samsung-Fujitsu PDP dispute,” 
University of Tokyo Journal of Law and Politics Vol. 2 Spring 2005, p.6 참조. 그러
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 분석의 기본 방향에 변경을 가하 다.

5) 디지털타임스, 2004년 4월 22일자, “한-일 PDP 특허분쟁 전면전” 참조 (http://www. 
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4042202010151655002, 2005년 8월 8일 최종확인).

6) 크로스-라이센스(cross-license)란 ‘두 회사가 보유한 특허 권리를 서로 포괄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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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결하 으나 그 과정에서 대두된 일본의 관세정률법 및 그에 기한 동경세관

의 통관보류조치의 WTO 합치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 는 바, 이하

에서는 관세정률법 자체 및 그에 기한 통관보류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본다.

2. TRIPS 협정과의 합치성

기본적으로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조치는 TRIPS 협정 제III부(Part III) 제4장

(Section 4)에서 규율하는 전형적인 국경조치(border measures)에 해당한다. 한편 

해석에 따라서는 제3장(Section 3)상의 임시조치(provisional measures)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동 통관보류조치가 제4장 국경조치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

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제3장상의 요건 합치성 여부를 분석한다. 또한 위 

통관보류조치가 수입품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3조 내국

민대우원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한 후, 기타 TRIPS 협

정상의 일반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본다.

(1) TRIPS 협정 제III부 제4장 (국경조치)

TRIPS 협정 제51조는 관세당국의 통관보류(Suspension of Release by Customs 

Authorities)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Members shall,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set out below, adopt 

procedures to enable a right holder, who has valid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 importation of counterfeit trademark or pirated copyright goods 

may take place, to lodge an application in writing with competent 

authorities, administrative or judicial, for the suspension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release into free circulation of such goods. Members 

may enable such an application to be made in respect of goods which 

involve other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re met. Members may also provide for 

corresponding procedures concerning the suspension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release of infringing goods destined for exportation from 

their territories.

정․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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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51조 제1문은 상표도용과 해적판 상품(counterfeit trademark or pirated 

copyright goods)의 수입에 대해서 동 물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정당한 근거를 보

유한 권리자로 하여금 관세당국에 동 물품의 통관 수입을 보류할 것을 행정 또

는 사법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WTO 

회원국이라면 상표도용과 해적판 수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자의 통관보류신

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한편 동조 제2문은 상표 도용과 해적판 수

입 이외의 지적재산권 침해 수입품에 대한 통관보류신청권에 대하여 달리 규정

한다. 즉, 다른 지재권 침해수입에 대해서 통관보류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의

무가 WTO 회원국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협정 제4장에 규정된 절차

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WTO 회원국이 다른 지적재산권을 침

해한 수입상품에 대해 통관보류와 같은 국경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고 있을 따름이다. 이는 상표도용이나 해적판의 경우는 관세당국이 육안으로도 

이를 식별하기가 용이함에 비하여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여부(예: 특허권침해)는 

그 판단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세당국이 짧은 시간 내의 판단으로 통관

을 저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 때문이다. 여하튼 본 사

안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조치에 관한 것이므로 일본 

세관의 위 조치가 제51조의 국경조치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고, 결국 제51조 제2

문이 규정하듯이 동 조치가 제4장상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 는지에 관한 판단

이 통관보류조치의 WTO 합치성을 결정하게 된다.

관세정률법은 대체적으로 TRIPS 협정상의 국경조치에 관한 일반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TRIPS 협정 제52조에

서 규정하는 통관보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통관보류조치에 

관한 해제신청과 그 기간에 관하여 면 한 고찰을 해보면 제53조상의 절차적 요

건 위반 소지가 발견된다.

관세정률법 제21조의5는 수입자의 인정절차취소신청(Requests to Discontinue 

the Verification Procedures)의 요건과 그 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상 

국경조치(통관보류조치)를 직접 취소신청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인정절차가 취소되면 그에 따라 세관의 통관보류조치도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법 제21조의5 제1항7)은 인정절차를 취소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을 인정절차 

7) 일본 정부의 공식 문 번역본(이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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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취지의 통지일로부터 10일(연장시 20일) 이내로 하되, 만일 인정절차 집행

과정에서 신청권자의 요구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구해서 그 의견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경과한 날이 그보다 더 늦게 되는 때에는 그 날에 취소요구

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이 결국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인정절차 진행 중에 통관보류조치를 해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TRIPS 협정 제53조 제2항8)은, 관세당국이 사법 기관이나 기타 독립적

인 기관의 결정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특허권 관련 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임시구제조치(provisional relief)를 부여하지 않은 채 동협정 

    “When the verification procedures provided for in paragraph 4 of Article 21 are 
carried out with respect to the good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lodged by the 
applying patent right holder, etc., a person who intends to import such goods may, as 
may be prescribed by a Cabinet Order, request to the Director-General of Customs to 
discontinue the said verification procedures after the date enumerat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 and only when the verification procedures are being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case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Cases when the said person has been notified under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that the period to the date of passing 10 days is to be extended: the date of 
passing 20 days (when the said person was notified that an opin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Japan Patent Office had been requested under paragraph 5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date of passing 20 days or the 10th day reckon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received the notification prescribed in 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relating to the request, whichever is the later).

    (2) Cases other than those enumerated in the preceding sub-paragraph: the date of 
passing 10 days (when the said person was notified that an opin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Japan Patent Office had been requested under paragraph 5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date of passing 10 days or the 10th day reckon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received the notification prescribed in paragraph 6 of that 
article relating to the request, whichever is the later).”

8)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ere pursuant to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the release of goods involving 

industrial designs, patents, layout-designs or undisclosed information into free 
circulation has been suspended by customs authorities on the basis of a decision other 
than by a judicial or other independent authority, and the period provided for in 
Article 55 has expired without the granting of provisional relief by the duly 
empowered authority, and provided that all other conditions for importation have been 
complied with, owner, importer, or consignee of such goods shall be entitled to their 
release on the posting of a security in an amount sufficient to protect the right holder 
for any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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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상의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해

제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협정 제55조9)는 통관보류가 시행된 이

후 동 신청자가 통관보류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연장시 20일) 내에 본안 소

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통관보류시한을 연장하는 잠

정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보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정률법 제21조의4 제2항10)은 인정절차 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세관

은 특허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특허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정절차 신청자가 특허청의 의견

을 구하면, 그 의견이 수입자에게 통지된 후 10일이 경과되어야 수입자는 인정절

차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정절차 신청자가 일단 특허청장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러한 기간은 TRIPS 협정 제55조에서 예정하는 기간보다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TRIPS 협정 제53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있다. 

동조항은 사법기관 또는 다른 독립기관의 판정에 기초한 관세당국의 통관보류이

거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잠정 조치를 부여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하고 

있다. 우선 특허청장 등과 같은 다른 행정기관에 단지 의견을 구하는 것은 제55

조상의 기간도과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가 없다. 일본세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통관보류를 하 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TRIPS 협정 

9) 동조의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If, within a period not exceeding 10 working days after the applicant has been 

served notice of the suspension, the customs authorities have not been informed that 
proceedings leading to a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have been initiated by a 
party other than the defendant, or that the duly empowered authority has taken 
provisional measures prolonging the suspension of the release of the goods, the goods 
shall be released, provided that all other conditions for importation or exportation 
have been complied with; in appropriate cases, this time‐limit may be extended by 
another 10 working days...”

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Director-General of Customs shall, when the request prescribed in the foregoing 

paragraph is made,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Japan Patent Office to state his 
opinion, as may be prescribed by a Cabinet Order.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when the goods relating to the request prescribed in that paragraph are 
obviously known to fall or not to fall under the category of goods enumerated in 
sub-paragraph 5 of paragraph 1 of Article 21 or when he deems it unnecessary to 
request an opin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Jap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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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부 제4장은 ‘관세당국(customs authorities)’과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duly 

empowered authority)’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당한 기관이 

‘임시구제조치(provisional relief)’를 부여한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조치는 전형적인 “suspension by customs authorities”에 해당하는 것이지 

별도의 임시구제조치라고 볼 수는 없음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일본 관세정률법상 특허청장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 때문에 동 조항은 

TRIPS 제53조 제2항 위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특허청장의 의견을 구하는 절

차를 일본법이 도입한 것은 아마도 특허권 침해여부에 관한 소위 유권기관의 해

석을 받아보겠다는 취지 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여기서 일본 특유의 행정우선 

문화가 배어 나옴을 알 수 있다. 그런데 TRIPS 협정, 특히 제53조 제2항과 제55

조의 시한 연장의 예외사유는 사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독립기관의 판단이나 결

정이 내려진 경우를 상정함을 문면상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는 TRIPS 협정 중 

특히 국경조치에 관한 제4장이 미국의 강한 향력 아래 만들어졌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것이 아니다. 즉, 미국은 사법국가이며, 따라서 미국 관세당국의 통관보류

조치는 미국 법원의 가처분결정 내지는 본안소송판결이 있거나, 아니면 “other 

independent authority”에 해당할 수 있는 미국 무역위원회(USITC)의 잠정구제조

치(provisional relief)가 있는 경우에만 단기간의 시한을 초과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 무역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

이 존재하지 않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된 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이 주요 결정을 하고 사법기관이 이를 상당 정도 존중하는 문

화와 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53조 제2항과 제55조상의 시한 연장의 절차

적 요건을 관세정률법상 정확히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무역위원회라는 별도의 준사법기관을 두고 있고, 동 

기관이 산업피해구제법상 잠정구제조치(provisional relief)를 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TRIPS 협정 준수의 애로점이 없다는 점

인데, 이에 관하여는 아래 LG와 마쯔시타 사례분석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TRIPS 협정 제50조 (잠정 조치)

TRIPS 협정 제III부 제3장(제50조)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의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규율하고 있다. 즉, WTO회원

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은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취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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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3장(제50조)상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장(잠

정조치)과 제4장(국경조치)의 적용범위의 경계가 어디냐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

로 제3장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 통관된 이후 국내에서의 사법당국의 가처분 

등을 통한 임시구제수단을 그 적용범위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1) 우선 제

50조 제1항 (a)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The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prompt and 

effective provisional measures:

(a) to prevent an infring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rom 

occurring, and in particular to prevent the entry into the channels of 

commerce in their jurisdiction of goods, including imported goods 

immediately after customs clearance;

위 규정의 문언을 보면, 제3장(제50조)은 통관절차 이후의 수입상품에 대한 조

치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관의 통관보류조치

는 제4장의 적용대상일 뿐, 제50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

다.12) 그러나 조문을 자세히 보면, “통관절차 이후의 수입상품”에 대한 조치는 

제50조 제1항 (a)가 하나의 예(“including”)로서 들고 있을 뿐, 동조가 그 경우에

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제50조 제8항은 잠정조치가 행정절

차(administrative procedure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하

고 있다. 따라서 일본 세관의 본 사안에서의 통관보류조치가 제50조상의 잠정조

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동조항상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기로 한다.13)

11) UNCTAD/ICTSD Capacity Building Projec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rt Four: Enforcement,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Rights in Resource Book on TRIPS and Development: An authoritative and practical 
guide to the TRIPS Agreement, August 2003, p.29 참조 (http://www.iprsonline.org_ 
update.htm, 2005년 8월 8일 최종확인).

12) Id., footnote 102 (stating that “[b]oth Article 44 and 50 have in common that they 
apply after customs clearance, as opposed to Article 51 ..., which applies to measures 
to be adopted before customs clearance (emphasis original).”) 참조.

13) 다만 이러한 가정에 입각한 분석은 일본 통관보류조치의 TRIPS 합치성 분석에 관한 
완결성을 기하기 위함일 뿐,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조치가 제50조의 적용대상이라는 
확정적 결론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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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제2항14)은 사법 당국이 지적재산권침해 수입품에 대한 잠정 조치를 내

릴 수 있는 요건으로서 (i) 권리보유자에게 지연으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ii)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또 제50조 제8항15)은 잠정 조치가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

에도 이와 동등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정률법 제21조 제4항16)에 따르면, 세관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상

품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인정절차(Recognition Procedures)를 집행해야 한

다. 또 동법 제21조의2 제2항17)은 세관이 인정절차 집행신청 수리시 지적재산권 

침해사실을 규명할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내에 그 이외의 

추가적 요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관세정률법에 기하여 세관이 지적재산

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조치라는 형태의 잠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TRIPS 협정 제50조 제2항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점에서 일본의 관세정률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통상법 제337조,18) 특히 동법 Section 1337(e)(3)은 무역위

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국경조치를 위한 보전처분

14) 원문은 아래 III. 2. (2) 참조.
15) 원문은 아래 각주 49번 참조.
16)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en the Director-General of Customs considers that goods to be imported as 

prescribed in Chapter 6 of the Customs Law include any goods that fall under the 
category of good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5) of paragraph 1, he shall, as may 
be prescribed by a Cabinet Order, carry out the procedure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the said goods fall under the category of goods provided for in the said 
sub-paragraph (referred to as the ‘verification procedures’ in the rest of this article to 
Article 21-5). In this case, the Director-General of Customs shall, as may be 
prescribed by a Cabinet Order, notify the holder of patent rights, utility model rights, 
design rights, trademark rights, copyrights, neighboring rights, circuit layout rights, or 
plant breeder's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tent right holder, etc.’ in the rest 
of this article) relating to the goods and the person who intends to import the said 
goods that he is to carry out verification procedures.”

17)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cases where an application is lodged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Director-General of Customs considers that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for proving 
prima facie the fact of infringement, he may refuse to accept the application.”

18) 19 U.S.C. § 1337 (August 20,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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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relief)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보전처분은 미연

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65(b))상 위에서 본 TRIPS 

협정 제50조 제2항의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충족할 것을 전제로 허용되는 

보전처분과 그 집행요건이 상응해야 한다.19) 이와 비교되는 한국의 법령 또한 동

일한 입장이다. 산업피해구제법 제7조 역시 지적재산권침해 수입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무역위원회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

이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를 볼 때, 특허권자인 후지쯔를 위한 잠정조치(예를 

들어, 수입상품의 통관보류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세관이 위 TRIPS 협정 제50조 

제2항상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판단하 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위 조치가 TRIPS 협정 제50조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 포섭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19) 미연방민사소송규칙(Fed. R. Civ. P. 65(b))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b) Temporary Restraining Order; Notice; Hearing; Duration.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may be granted without written or oral notice to the adverse party or that 
party's attorney only if (1) it clearly appears from specific facts shown by affidavit or 
by the verified complaint that immediate and irreparable injury, loss, or damage will 
result to the applicant before the adverse party or that party's attorney can be heard 
in opposition, and (2) the applicant's attorney certifies to the court in writing the 
efforts, if any, which have been made to give the notice and the reasons supporting 
the claim that notice should not be required. Every temporary restraining order 
granted without notice shall be indorsed with the date and hour of issuance; shall be 
filed forthwith in the clerk's office and entered of record; shall define the injury and 
state why it is irreparable and why the order was granted without notice 2004.1. 
20.;...(강조는 필자가 추가한 것임).”

20) 산업피해구제법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7093호, 全文은 http://www.moleg.go.kr/ 
Refer/MCONLawDataView.jsp?l_lawid=09189&l_pubdt=20040120&l_pubno=07093&l_ 
lawkdcd=A1&kword=&history=C, 2005년 8월 8일 최종확인)

    “제7조 (잠정조치) 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 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

사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

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여 잠정조치

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행위자에게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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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조치는 그것이 TRIPS 협정 제3장과 제4장 중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더라도 협정 위반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TRIPS 협정 제3조 제1항 (내국민대우)

TRIPS 협정 제3조 제1항은 내국민대우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Each Member shall accord to the nationals of other Member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ubject to the exceptions already 

provided in, respectively, the Paris Convention (1967), the Berne 

Convention (1971), the Rome Convention or the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In respect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this obligation 

only applies in respect of the rights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Any 

Member availing itself of the possibilities provided in Article 6 of the 

Berne Convention (1971) or paragraph 1(b) of Article 16 of the Rome 

Convention shall make a notification as foreseen in those provisions to the 

Council for TRIPS.

이에 따르면 외국의 국민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불리하지 

않은(no less favourable) 대우가 적용되어야 한다. 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은 

‘국민’이 아닌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GATT의 내국민대우에 관한 논리와 

분석은 TRIPS의 내국민 대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21) 더욱이 본 사안에

서 문제되는 차별대우는 국내생산자(국민)와 외국생산자(국민) 사이의 문제이므

로, TRIPS 협정 제3조 제1항의 내국민대우와 더욱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되는 차별대우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정률법에 기한 특허권 보호조치와 대비되는 일본의 일반 국

내 특허법 내지는 민사법상 구제절차와의 비교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제3조상의 내국민대우원칙은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

21)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Section 211 Omnibus Appropriations Act of 
1998 (“United States-Section 21”), adopted on 1 February 2002, WT/DS176/AB/R, 
para.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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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실제로 일본 관세정률법상의 통관보류 관련 규정은 내․외국인을 법문상 

차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세정률법상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통관보류 내지는 금지의 수혜자는 일본 내국인(일본 국내 기업)인 경우가 대

부분일 것이므로 이러한 국경조치가 일본 특허법 내지는 일반 민사법상 특허침

해 구제절차에 비하여 특허권자에게 더 손쉽고 효과적인 구제를 부여한다면 그

러한 측면에서 차별대우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2)

만약 일본의 통관보류조치가 TRIPS 제3장 내지는 제4장 상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 경우에도 TRIPS 제3조상의 내국민대우원

칙 위반 여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하는지가 이론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제51조 제2문이 제4장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에게 국경

조치를 허용하는 형식으로 조문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 절차적 요건을 충실히 

준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내․외국민간에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적 절

차에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으로 규

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제51조 제2문은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며, 이는 제51조 제2문이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에 비하여 특별규정(lex 

specialis)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부당해진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조치가 제3장 및 제4장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

지 못하 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어려운 이론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4) 기타의 일반적 의무

TRIPS 협정 제41조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동조 제1항 제2문은 ‘동 절차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애를 창

출하지 않도록 집행되어야 하며, 그 남용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3) 관세정률법 그 자체와 본 사안의 통관보류조치가 TRIPS 협정

22) 이와 관련하여서는 필자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EC-Trademarks / GI 사건의 패널보
고서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Protection of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EC-Trademarks / 
GIs”), adopted on 20 April 2005, WT/DS174/R 참조.

23)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se procedures shall be applied in such a manner as to avoid the creation of 

barriers to legitimate trade and to provide for safeguards against their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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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반하고 있다는 본 논문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이들은 정당한 무역의 

장애물이 되며 또한 이들의 남용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결

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WTO 설립협정은 제XIV조 제4항에서 ‘회원국은 자국의 법, 규정, 행정절

차를 부속협정상의 의무에 합치시키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4) 앞

서 본 바와 같이 관세정률법은 몇 가지 점에서 TRIPS 협정에 위반되고, 동시에 

이들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시키기 위한 절차 규정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므

로 이는 결국 WTO 설립협정 제XIV조 제4항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

3. GATT와의 합치성

(1) GATT 제III조 제4항 (내국민대우원칙)

GATT 제III조는 상품 무역에 관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GATT 

제III조 제4항은 동종국내상품(like domestic products)이 시장에서 보다 나은 경쟁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률(laws), 규정(regulations), 요건(requirements)

과 관련하여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25) 동 규정은 다음과 같다.

The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rde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like products of national origin in 

respect of all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ffecting their internal 

sale, offering for sale, purchase,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use.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prevent the application of differential 

internal transportation charges which are based exclusively on the 

economic operation of the means of transport and not on the nationality 

of the product.

24) 원문은 다음과 같다.
    “Each Member shall ensure the conformity of its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with its obligations as provided in the annexed Agreements.”
25) Appellate Body Report, Kore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Korea-Beef”), adopted on 10 January 2001, WT/DS161/AB/R, WT/ 
DS169/AB/R;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EC-Bananas III”), adopted on 25 
September 1997, WT/ DS27/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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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과 관련하여 GATT 패널은, 미국의 통상법 제337조가 절차적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침해 수입품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

유로 동규범이 GATT 제III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 다.26) 일본 관세정률

법과 마찬가지로 통상법 제337조는 지적재산권침해 수입품에 대한 국경조치

(border measures)의 법적 근거가 된다.27) 내국민대우, 특히 GATT 제III조 제4항

의 내국민대우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적 요건이 갖

추어져야 한다.

(i) 국내상품과 동종외국상품 사이에,

(ii) 상품의 국내판매 등에 향을 주는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iii) 수입동종상품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가 있을 것.

첫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삼성의 PDP와 후지쯔의 PDP가 ‘동종상품(like 

product)’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둘째로, 관세정률법은 세관에게 국내시장에

서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 수입상품의 통관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

여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국내판매에 향을 미치는’ 법률이다. 셋째로, 일본 국

내상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당해 지적재산권의 보유자는 통관보류조치

와 같은 관세정률법에 근거한 신속한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통관보류조치는 실제로 수입상품이 국내시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는다. 따라서 

동조치가 경쟁조건에 미치는 향은 매우 명백하다. 한편 일본 국내법상 통관보

류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가처분절차(injunctive relief procedure)에서의 법원의 

정지명령이 있으나, 이는 행정절차가 아닌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보다 

많은 시간과 절차적 어려움이 요구된다.28)

United States - Section 337 사건에서 GATT 패널은 통상법 제337조의 몇 가

지 차별적인 측면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i) 수입품에 대해서는 청원자가 ITC나 연방지방법원 중에서 택일할 수 있지

26) Panel Report, United States -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United States - 
Section 337”), adopted on 7 November 1989, Basic Instruments and Selected 
Documents (“BISD”) 36S /345.

27) 앞의 각주 18번 참조.
28) 예를 들어, 일본 특허법(1996년 개정법률 제121호) 제10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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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a choice of forum) 미국산(United States origin) 제품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선택이 없는 점

(ii) 외국산(foreign origin) 제품에 대한 337조상의 청원의 경우 촉박한 시간 

제한(strict time-limits)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없는 미국산 물품에 비해 수

입업자 또는 생산자에게 불리한 점

(iii) 연방지방법원에서는 반소 제기가 가능하나 337조상으로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iv)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이 불가능하

나 외국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점

(v) 미국산 제품에 대한 침해의 경우 승소한 원고의 별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요구되지만 외국산에 대한 배제명령은 세관(customs service)에 의해 자동

적으로(automatic) 가능한 점

(vi) 외국산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ITC와 연방지방법원에서 방어를 해

야 하지만 미국산 제품의 경우는 연방지방법원에서만 방어부담이 있는 점29)

일본세관의 통관보류조치와 일본의 국내사법절차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United States - 

Section 337 사건 이후에 통상법 제337조를 몇 가지 점에서 개정한 바 있으나 

개정된 통상법 제337조 역시 현재 EC의 제소에 의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상태이다.30)

일본은 세관의 통관보류조치가 GATT 제XX조 (d)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

다고 주장할 수 있다. GATT 제XX조 (d)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GATT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규정은 다음과 같다.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29) United States - Section 337, 앞의 각주 26번, para. 5. 20 참조.
30)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the European Communities, United States-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and Amendments Thereto, WT/DS186/1 (18 Januar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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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

(d)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customs enforcement, the enforcement of monopolies operated 

under paragraph 4 of Article II and Article XVII, the protection of patents, 

trade marks and copyrights, and the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Korea-Beef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밝힌 GATT 제XX조 (d)의 법적 요건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문제의 조치는 GATT 1994의 일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어야 한다. 둘째로, 문제의 조치는 

그러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어느 회원국이 제XX

조 (d)에 의한 정당화를 주장할 경우 동회원국은 위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

는 것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31)

일본은 관세정률법이 GATT에 합치되는 법률이며, 문제의 통관보류조치는 동

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듯이 관세

정률법 그 자체는 적어도 몇 가지 점에서 TRIPS 협정에 위반되는 법률이다.32) 

게다가 통관보류조치는 관세정률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아니다. 이

러한 ‘필요성’ 요건에 관하여는 EC-Asbestos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United States- 

Section 337 사건의 패널이 정한 기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정하 다.

만일 선택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다른 GATT 규정에 위

반되지 아니하는, 대체적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XX조 (d)의 ‘필요한’이

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국의 조치가 동

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반대로 다른 GATT 규정에 합치되

31) Korea-Beef, 앞의 각주 25번, para. 133 참조.
32) 통상적으로 제ⅩⅩ조(d)는 특허법과 같은 국내지적재산권법의 집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주장되곤 한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국내법은 분명히 일본 특허법이 아
니라 관세정률법이다. 왜냐하면 일본 특허법은 세관으로 하여금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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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국은 다른 GATT 규정과의 

불합치성이 가장 적은 조치로서 자신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조치 중의 하나

를 이용해야 한다.33)

관세정률법 어디에서도 세관이 권리자의 수입금지신청이 있는 때에 통관보류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일본 세관은 미국 통상법 제

337조 (e)(3)와 같이 성질상 명백히 덜 무역제한적인 잠정조치의 절차적 요건(예

를 들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증명을 요구)을 설정하여 두고 그에 따를 수 있

었다.34)

마지막으로 일본은 본 사안의 경우 TRIPS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협정

이 GATT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GATT 제III조 제4항은 본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앞서 TRIPS 협정상의 제3장 내지 제4장과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과의 관계를 논하면서 이미 다룬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보

아야 할 것이다. 다만 TRIPS 협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GATT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조치가 TRIPS 관련규정과 합치된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본 사안에서는 여전히 

다른 별개의 WTO 협정인 GATT가 적용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적용 배제 주장은 WTO 일반법리(jurisprudence)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

하지 아니하다. 즉 다른 사건들에서 관련 규정 사이에 명백한 충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GATT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WTO 개별협정들과 중첩적으로 적

용되어 왔다.35)

(2) GATT 제XI조 제1항 (양적 제한의 금지)

세관의 통관보류조치는 실제로 통관단계에서 삼성 제품의 수입을 막도록 만들

었다. 이는 명백히 GATT 제XI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동조는 다음

과 같이 규정한다.

33)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 containing Product(“EC-Asbestos”), adopted on 5 April 2001, WT/DS135/AB/R.

34) 아래 III. 2. 참조.
35) EC-Bananas Ⅲ, 앞의 각주25번, para. 221 (여기서 상소기구는 Canada-Periodicals 사
건에서 상소기구가 내렸던 동일한 판단을 재확인함); EC-Trademarks / GIs, 앞의 각
주 2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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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ther than duties, taxes or other charges, 

whether made effective through quotas, import or export licences or other 

measures, shall be instituted or maintained by any contracting party on 

the importation of any product of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or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of any product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United States-Certain EC Products 사건36) ―이는 EC-Bananas에 관한 WTO 

사건임―에서 패널리스트 중 1인은 미국 세관의 EC 상품에 대한 통관보류조치

는 동조치의 잠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GATT 제XI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37)

이에 대하여 일본은 여기에도 역시 제XX조(d)가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내국민대우원칙과 관련하여 살펴 본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일본은 관세정률법에 따른 세관의 통관보류조치가 TRIPS 협정 

제4장의 이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WTO 회원국에 대한 의무의 성질상 보다 

일반적인 의무인 GATT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

서 살펴보았듯이, 관세정률법은 몇 가지 점에서 TRIPS 협정 제4장의 규정에 위

배되며 따라서 이러한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

Ⅲ.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법의 WTO 합치성 : 

LG-마쯔시타 PDP 분쟁 사례

1. LG와 마쯔시타의 PDP 분쟁의 개요38)

2004년 11월 1일 일본 마쯔시타는 자신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동경지방법원에 

LG PDP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동경세관에 LG PDP에 대

36) Panel Report, United States - Import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United States - Certain EC Product”), adopted on 10 January 
2001, WT/DS165/R.

37) Id., paras. 6.60-6.61.
38) 한국경제신문, 2004년 11월 2일자, “LG‘마쯔시타에 큰 타격 줄 터’ … 한일 PDP특허 

2차전쟁” 참조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5& article 
id=0000752984, 2005년 8월 8일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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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관보류를 신청하 다. 이에 맞대응하여 LG는 그 다음날인 11월 2일, 무역

위원회에 지적재산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와, 마쯔시타의 PDP에 대한 수

입 및 판매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 고 뒤이어 11월 3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나소닉코리아(마쯔시타의 한국법인)를 상대로 특허침해금

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 다.

무역위원회는 같은 달 4일 ‘LG전자의 파나소닉코리아(Panasonic Korea Ltd.)를 

대상으로 한 지재권(특허)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

하기로 의결하 다. 한편 일본 세관 역시 같은 달 11일 마쯔시타의 LG PDP에 

대한 통관보류신청을 수리하 다.39) 그 뒤 11월 29일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는 LG

가 일본 마쯔시타의 한국 법인인 파나소닉 코리아를 상대로 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 마쯔시타 PDP의 국내수입과 판매를 중지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내렸

다. 이에 따라 파나소닉코리아는 결정 당시 유통 중인 제품을 제외하고 최종 판

정이 나올 때까지 마쯔시타가 제조한 PDP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살펴 본 삼성-후지쯔 분쟁과 달리 LG-마쯔시타 분쟁에 있어서는 LG가 

일본 경쟁사의 특허관련 법적 조치에 맞대응하여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불공정무

역행위 조사 및 잠정조치를 신청하 고, 무역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개

시하고 잠정조치도 시행하 다. 국내법조치의 국제법 합치성 측면에서 보자면, 

전자에 있어서는 주로 일본의 관세정률법 및 그에 기한 동경세관의 통관보류조

치의 WTO 합치성이 문제되었으나 후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법 

및 그에 기한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의 WTO 합치성이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LG와 마쯔시타의 PDP 분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무역위원회의 일련

의 조치들 및 그 근거가 된 산업피해구제법 관련법령의 WTO 합치성을 중점적

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조항인 TRIPS협정 제4장(국경조치)과 제3

장(잠정조치)의 위반 여부를 살펴본 후에, TRIPS 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제3

조)과 GATT상의 내국민대우원칙(제III: 4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9) 다만 동신청의 수리 당시 일본 세관에 계류중인 LG의 PDP가 없었기 때문에 LG의 
PDP에 대한 통관보류조치는 불가능한 상태 다. 이 점에서 통관보류조치가 내려진 
삼성-후지쯔 PDP 분쟁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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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IPS 협정과의 합치성

(1) TRIPS 협정 제III부 제4장 (국경조치)

본 사안에서 가장 핵심이 된 조치는 우리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이다. 그런데 

TRIPS 협정 제III부 제4장의 규율대상은 바로 ‘관세 당국에 의한 통관보류

(suspension of release by customs authorities)’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 그 자체가 소위 ‘국경조치(border measures)’로서 제4장의 

직접적인 절차적 규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내리면서 

그 집행방법으로서 우리나라 관세청에 마쯔시타 PDP 제품에 대한 수입통관중지 

요청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우리 관세청의 통관보류조치가 바로 국경조치가 되

어 제4장의 규율대상이 된다.40) 여하튼 본 사안에서의 우리 관세청의 통관보류조

치는 결국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에 따른 집행결과일 뿐이므로 그 통관보류조치

가 제4장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무역위원회가 잠정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제4장

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 는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임은 의문이 없

다.

TRIPS 협정은 제4장에서 국경조치가 WTO 합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조건을 제52조에서 제55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우선 관련법령인 산업피해구제법 

그 자체가 TRIPS 협정 제52조 내지 제55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고, 구

체적인 조치로서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나 그에 따른 우리 관세청의 통관보류조

치가 동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순서로 살펴 본다.

1) 제52조 제1문

TRIPS 협정 제52조 제1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ny right holder initiating the procedures under Article 51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adequate evidence to satisfy the competent authorities 

that,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ere is prima facie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hold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to supply 

40) 산업피해구제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잠정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통상 관계 행정기관인 관세청에 수입통
관을 보류 내지는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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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fficiently detailed description of the goods to make them readily 

recognizable by the customs authorities.

즉, 동협정 제51조에 따른 절차의 신청권자는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수입국

의 법률에 따라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응의 침해가 있음을 납득시키기 위

한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고, 관세 당국이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침해상품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이는 관세 당국에 의한 통관보

류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인인 권리보유자에 대하여 증거제출의무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피해구제법은 잠정조치의 신청41)이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42)에 있

어서 위와 같은 신청인인 권리보유자에 대한 증거제출의무 및 설명의무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은 제3조에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을 하는 자는 피신청인의 

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조사신청서에 그 위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등에관한규정

(이하 “조사규정”이라 함)은 제6조 제2항에서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피해구제법상 잠정조치의 신청에는 위와 같은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잠정조치의 근거규정인 동법 제7조 문언을 자세히 보면, 잠정조치는 본 

조사 신청이 되어 있거나 무역위원회의 직권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국경조치인 관세청의 수입통관보류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잠정조치가 있기 위해서는 본 조사신청 내지는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고, 

이는 곧 본 조사 신청자가 TRIPS 협정 제52조에서 요구되는 증거제시의무 및 설

명의무를 이행하 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법 관련

법령은 TRIPS 협정 제52조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RIPS 협정에 

준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률이라는 국내법적 장치를 동원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과 일체를 이루는 시행령과 유권기관의 규정을 통해서도 그 절차적 

41) 동법 제7조 제1항. 앞의 각주 20번 참조.
42) 이에 관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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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준수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실제로 LG는 잠정조치를 신청하면서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별도

로 TRIPS 협정 제52조상 신청권자에게 요구되는 절차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제52조 제2문

한편 TRIPS 협정 제52조 제2문43)은 권한있는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

청인에게 신청의 수리 여부와 권한있는 당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세 당국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산업피해구제법은 제5조 제3항에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규정 제9조

는 이러한 조사개시결정의 통보에 있어서 조사건명(조사번호), 당사자 및 조사신

청일,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 불공정무역행위 혐의내용, 조사대상기간, 판

정시한, 근거법령, 신청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의 신

청에 관하여는 산업피해구제법 제7조 제2항이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여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통지의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앞서 제1

문의 요건과 관련하여 보았듯이 잠정조치의 신청은 본 조사개시결정 이후에 수리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본조사 개시와 관련한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만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TRIPS 협정 제52조 제2문 위반의 소지가 없게 된다.

실제로 LG의 잠정조치 신청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는 소위 “권한있는 당국

(competent authority)”으로서 이미 위 관련 조항에 따라 본조사 개시결정을 통지

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 당국이 통관보류조치를 취하는 기간과 관련하여 법규

정에는 그 근거규정이 발견되지 않으나, 실제로 무역위원회가 LG를 위한 잠정조

치를 내리면서 그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여부 최종판정으로 인한 조치시까지로 

43)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inform the applicant within a reasonable period 

whether they have accepted the application and, wher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period for which the customs authorities will tak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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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 다.

3) 제53조 제1항

TRIPS 협정 제53조 제1항44)에 따르면 권한있는 당국은 피고인과 권한있는 당

국을 보호하고 남용방지를 위해 충분한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을 신청인이 제공

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이러한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이 동 절차의 

이용을 부당히 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업피해구제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위 TRIPS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

사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잠정조치의 신청은 이와 같은 담보제공절차가 완료되어

야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동 규정 제18조는 잠정조치 신청시 제공하는 담보액에 

관하여 잠정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보장되는 신청인의 6개월간의 예상거래금액으

로 하되, 신청인이 동금액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산업피해구제법 

관련 규정은 위 TRIPS협정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LG의 잠정조치 신청에서도 위 담보제공절차가 시행되었다.

4) 제53조 제2항

TRIPS 협정 제53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Where pursuant to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the release of 

goods involving industrial designs, patents, layout‐designs or undisclosed 

information into free circulation has been suspended by customs 

authorities on the basis of a decision other than by a judicial or other 

independent authority, and the period provided for in Article 55 has 

expired without the granting of provisional relief by the duly empowered 

authority, and provided that all other conditions for importation have been 

complied with, the owner, importer, or consignee of such goods shall be 

entitled to their release on the posting of a security in an amount 

44)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an applicant to provide 

a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o prevent abuse. Such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hall 
not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thes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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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 to protect the right holder for any infringement. Payment of 

such security shall not prejudice any other remedy available to the right 

holder, it being understood that the security shall be released if the right 

holder fails to pursue the right of ac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즉, 본 장에서 규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관세 당국이 사법기관이나 기타 독립

적인 기관의 결정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특허권 관련 물품을 통관보류시킨 때 정

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잠정적 구제조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통관보류의 통

지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연장된 경우에는 20일의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소

유자, 수입자 또는 화주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해제시킬 권리를 부여

하고 있다.

이 조문이 우리나라 통관보류조치의 TRIPS 합치성을 결정짓는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조치가 이 조문에 위반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이

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관보류조치와 일본의 통관보류조치가 그 합치성 분석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 것일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나라 통관보류조치는 그 

국내법적 근거가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에서 비롯된다는 데에 있다. 물론 산업피

해구제법, 동시행령 및 조사규정 어디에서도 이러한 TRIPS 협정 제53조 제2항상

의 담보제공부 통관보류해제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동 조문은 명백히 그 해제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관세당국의 통관보류가 사법기관이나 기타 독립된 기관(other independent 

authority)의 결정에 기초한 경우이다.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법은 무역위원회라는 

준사법기관의 잠정조치 결정에 기초하여 관세청이 통관보류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즉, 우리 관세청은 독자적 결정으로 통관보류조치를 한 것이 아니다. 

무역위원회가 사법기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other independent 

authority”가 된다고 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는 동 표현은 미국의 무역

위원회(ITC)와 같은 독립 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문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duly empowered authority)이 잠정적 구제조치

(provisional relief)를 부여한 경우이다. 만약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 결

정이 위 ‘기타 독립된 기관’의 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사유에 충

분히 해당할 수 있다. 우리 관련 법률인 산업피해구제법은 우리 무역위원회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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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잠정조치, 즉 잠정적 구제수단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잠정적 구제조치(provisional 

relief)’는 바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부여하는 임시구제수단을 의

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법이 담보부 통관보류 해제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TRIPS 협정 제5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잠정적 구제조치’가 TRIPS 협정 제III부 제3장(제50조)에서 요구

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 

문제는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관보류조치는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결정에 기초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TRIPS 협정 제55조(Duration of 

Suspension) 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45)

실제로 LG의 잠정조치 신청건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청은 무역위원회의 잠정조

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동 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는 절차를 밟아 통관보류

조치를 시행하 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 문

제가 없다.

5) 제54조

TRIPS 협정 제54조46)에서는 수입자 또는 신청인은 동 협정 제51조에 따른 통

45) TRIPS 협정 제55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f, within a period not exceeding 10 working days after the applicant has been 

served notice of the suspension, the customs authorities have not been informed that 
proceedings leading to a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have been initiated by a 
party other than the defendant, or that the duly empowered authority has taken 
provisional measures prolonging the suspension of the release of the goods, the goods 
shall be released, provided that all other conditions for importation or exportation 
have been compiled with; in appropriate cases, this time‐limit may be extended by 
another 10 working days. If proceedings leading to a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have been initiated, a review, including a right to be heard, shall take place 
upon request of the defendant with a view to deciding, within a reasonable period, 
whether these measures shall be modified, revoked or confirmed. Notwithstanding the 
above, where the suspension of the release of goods is carried out or continued in 
accordance with a provisional judicial measu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of 
Article 50 shall apply.”

46)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importer and the applicant shall be promptly notified of the suspens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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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류에 관하여 즉시 통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피해구제법은 제9조 제2항에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을 한 

경우에 지체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5조에서는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잠정조치에 관하여는 통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피해구제법이 잠정조치에 관하여 

통지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입법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입법적 미비 자체가 

TRIPS 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TRIPS 협정 

제54조는 국내적 입법 없이도 충분히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구체적 조치를 발동하는 과정에서 수입자나 통관보류 신

청자가 위 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이다. 실제 LG의 잠정조치 사건에서 무역위원

회는 잠정조치 결정 이후 즉시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동 기관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즉각 공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구체적 사안에서 

TRIPS 협정 제54조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다.

(2) TRIPS 협정 제50조 (잠정조치)

TRIPS 협정 제50조 소정의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가 수입 통관 이후

의 국내적 사법조치에 국한될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론상 논란이 있음은 앞서 지

적한 대로이다.47) LG가 신청한 잠정조치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청의 통관보류조

치가 TRIPS 협정 제5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 사유중의 하나로서 ‘권한있는 

기관의 잠정구제수단’인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에 기초한다는 점을 앞서 지적하

다. 특히 동 조항에서는 잠정구제수단(provisional relief)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으며, 제50조 역시 그 제목이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라는 점을 감안

하면 특히 무역위원회의 LG 건에서의 잠정조치가 제50조의 절차적 조건을 준수

하 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진다. 특히 WTO 합치성을 완벽하게 확보한다

는 차원에서 동조치가 TRIPS 협정 제5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release of goods according to Article 51.”
47) 앞의 II. 2.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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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협정 제50조 제1항은 사법 당국에게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잠정조치

(prompt and effective provisional measures)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통관 직후의 수입상품을 포함

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시장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증거의 보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48)

먼저 우리 무역위원회가 TRIPS 협정 제50조의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사법당국(the judicial authority)’에 해당되는지 문제되는데, 무역위원회는 준사법

적(quasi-judicial) 기관이므로 사법당국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가능하다. 

설사 무역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본다 하더라도 TRIPS 협정 제50조 제8항49)은 

잠정조치가 사법절차가 아닌 행정절차의 결과로 시행되더라도 그 절차는 동협정 

제III부 제3장에서 정하는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 해석론에 이를 수 있다.

한편 동협정 제50조 제2항에서는 잠정조치 권한행사의 실체적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adopt provisional 

measures inaudita altera parte where appropriate, in paticular where any 

delay is likely to cause irreparable harm to the right holder, or where 

there is a demonstrable risk of evidence being destroyed.

즉, 잠정조치가 시행되기 위하여는 ‘(구제조치) 지연으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손

해가 발생할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개연성’ 이라는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

족시켜야만 한다.

48)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prompt and effective 

provisional measures:
    (a) to prevent an infring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rom occurring, and 

in particular to prevent the entry into the channels of commerce in their jurisdiction 
of goods, including imported goods immediately after customs clearance;

    (b) to preserve relevant evidence in regard to the alleged infringement.”
49) 원문은 다음과 같다.
    “To the extent that any provisional measure can be ordered as a resul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procedures shall conform to principles equivalent in 
substance to those set forth in this Section[SE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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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구제법 제7조는 잠정조치권한의 행사요건으로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

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TRIPS 협정 제50조 제2항이 정하는 두 가지 요건 중 첫번째 요건, 즉 ‘지연으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에 실질적으로 상응한(equivalent in 

substance)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피해구제법 제7조는 TRIPS 협정 

제50조 제2항상의 실체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

LG 사건에서의 무역위원회의 위 잠정조치가 실제 위 요건을 준수하 는지 여

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 LG가 제시한 증빙자료 및 관계 

행정기관 자료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지 등의 요건을 심의한 결

과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50) 무역위원회의 

위 잠정조치는 TRIPS 협정 제50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51)

TRIPS 협정 제50조 제3항52)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신청인이 권리자이며 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다는데에 대해 사법당국을 충분

히 확실한 정도로 납득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

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및 잠정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신

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우선 증거제공의무와 관련하여는, 앞서 TRIPS 협정 제52조 위반 여부를 따지

면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 잠정조치 절차에서는 본조사와 관련한 증거제공의무

50) 전자신문, 2004년 11월 30일자, “무역위, 마쓰시타 PDP 수입 금지 파장” 참조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11300006&keyword=, 2005년 8월 8일 
최종확인).

51) 실제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존재하 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

제이나 이는 언론보도나 기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이는 국내 법원의 사법적 심사절차나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다투
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52)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the applicant to provide 

any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with a sufficient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applicant is the right holder and that the applicant's right 
is being infringed or that such infringement is imminent, and to order the applicant to 
provide a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o 
prevent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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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았다. 마찬가지 논

리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담보제공과 관련해서는, 산업피해구제법 

제8조 제1항은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에게 담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사규정 제18조는 잠정조치의 신청은 담보제공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접수된 것

으로 본다고 하여 산업피해구제법 제8조와 마찬가지로 잠정조치 신청인의 담보

제공을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TRIPS 협정 제50조 제3항이 

담보제공명령의 권한을 규정한 것에서 나아가 담보제공을 의무화한 것으로 

TRIPS 협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도 피신청인의 보호에 더욱 충실한 것으로 평가

되고 따라서 TRIPS 협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산업피해구제법 제8조 제3항 및 조사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잠정조치 신

청시 제공하는 담보액은 잠정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보장되는 신청인의 6개월간

의 예상거래금액이며, 신청인은 이 금액을 소명하여야 한다. TRIPS 협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제공되는 담보는 ‘잠정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신청인을 보호

하기 위하여 충분하여야’ 하는데, 조사규정 제19조 제1항과 같이 신청인의 소명

을 거친 6개월간의 예상거래금액은 잠정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신청인을 보

호하는 데에 있어 충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가 신청인 LG전자에 대하여 본조사 개시결정 이후에 산업

피해구제법 제8조 제3항 및 조사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6개월간의 

예상거래금액을 담보로 제공받고, 동규정 제2항에 따라 그 제공액의 적절 여부를 

검토하여 잠정조치신청을 수리하 다면 이는 TRIPS 협정 제50조 제3항에 위반

되지 않는다.

한편 TRIPS 협정 제50조 제2항의 잠정조치는 일방적 절차(inaudita altera 

parte)에 의한 것이므로 대심적 절차(adversary system)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위 

잠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관련증거자료 등을 검토

하여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면 족하고 피신청인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

요가 없다. 다만 잠정조치 시행 이후에 그 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확정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53)

53) TRIPS 협정 제50조 제4항.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A review, including a right to be heard, shall take place upon request of the 

defendant with a view to deciding,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e notif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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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관련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잠정조치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

면 족하고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무역위원회가 피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잠정조치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TRIPS 협정에 위배될 여지는 없다. 무역위원회는 실제로 LG건의 잠정조치 절차

에서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신청이 있었음을 통보하고 그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는 바, 피신청인의 방어의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한 것이 

TRIPS 협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는 동협정 제50조 제4항에 따

른 피신청인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미리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RIPS 협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일방적 절차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시행한 

경우에 피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54) 이에 관하여는 

TRIPS 협정 제54조에 관한 분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논

의는 생략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무역위원회가 LG 관련 2004년 11월 29일 결정한 잠정조치는 

TRIPS 협정 제50조와 그에 따른 산업피해구제법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조사규

정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TRIPS 협정 제III부 제3장 잠정조치 

시행요건 및 그 시행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TRIPS 협정 제3조 제1항 (내국민대우)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 결정에 기초한 관세청의 통관보류조치가 

TRIPS 협정 제3조 제1항상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는 무역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조치라는 특허권 

침해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것이 다른 국내물품에 대하여 부여되는 특허법 내지는 

일반민사법상의 침해구제수단 부여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것이어서 내국인

에게 수입품에 대하여 특허권에 기한 구제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 더 유리한 대

우를 함으로써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the measures, whether these measures shall be modified, revoked or confirmed.”
54) 동규정의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Where provisional measures have been adopted inaudita altera parte, the parties affected 

shall be given notice, without delay after the execution of the measures at the la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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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는 앞서 일본의 통관보류조치에 관한 동 협정 제3조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살펴보았듯이 근본적인 협정체제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가사 산업피해구제법상 잠정조치에 관하여 외국의 국민에 대한 사실상(de facto) 

차별이 존재하여 이것이 일응 외국의 국민에 대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TRIPS 협정 제51조 

제2문55)에 따르면 회원국은 동협정 제III부 제4장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적재산

권 침해물품에 관하여 국경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

여야 한다. 그렇다면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에 기초한 우리 관세청의 통관보류조

치가 TRIPS 협정 제III부 제3장 내지 제4장상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면 

이는 동 규정에 따라 행해진 국가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다

시 별도의 협정위반, 즉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으로 보는 것은 WTO 협정체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의 통관보류조치가 위 제3장 내지 

제4장상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 음은 앞서 살펴 보았다.

3. GATT와의 합치성

일본의 통관보류조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에 기한 

관세청의 통관보류조치 역시 내국민대우원칙(제III조 제4항)이나 양적제한금지원

칙(제XI조 제1항)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통관보류조치는 TRIPS 협정의 관련 조문에 모두 합치하며, 더 나아가 TRIPS 협

정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별도로 GATT와의 합치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협정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가져올 수 있고, 특별법(lex specialis)의 지위를 

가지는 TRIPS 협정의 관련 조문을 사문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GATT와의 합치성에 관하여 별도의 논의를 생략

하기로 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국경조치와 일반민사법 내지는 국내 특허법상의 

구제수단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조치에 대한 논의가 그

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허법 내

55) 원문은 다음과 같다.
    “Members may enable such an application to be made in respect of goods which 

involve othe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Section 4] ar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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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일반 민사법상 임시적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이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입

각한다.

이 문제는 현재 패널이 설치단계에 이르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미

국과 유럽연합간의 미국 통상법 제337조에 관한 WTO 분쟁에서 다루어지고 있

다.56)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및 일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

른 WTO회원국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체제적인 이슈(systemic 

issue)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권위있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이 시급한 실정

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Ⅳ. 맺음말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 간의 두차례에 걸친 PDP 분쟁을 통하여 밝혀진 한 가

지 재미있는 점은, 일본 관세정률법의 경우 본 조치와 관련하여 TRIPS 협정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허청장 의견조회

와 관련하여 TRIPS 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에 반하여, 우리 산업피해구제법

의 경우 잠정조치와 관련하여 담보제공에 관한 간단한 규정만을 두고 있지만 실

제 통관보류조치라는 국경조치는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기

초하기 때문에 다른 세부 절차적 의무 준수에 관하여 직접 TRIPS 협정에 합치

되도록 집행되는 이상 TRIPS 협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일본 관세정률법이 TRIPS 협정에 위반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

으나 우리 산업피해구제법이 잠정조치와 관련하여 TRIPS 협정 관련 조문에서 요

구하는 절차적 의무 규정을 완벽하게 반 하고 있지 못한 것도 입법론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제의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TRIPS 협정 

조항을 직접 적용할 것을 항상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론상으

로는 우리 산업피해구제법상 잠정조치의 절차에 관하여 TRIPS 협정(특히 제53조 

및 제54조)에 명백히 합치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국 WTO체제하에서는 같은 내용의 국내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기

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또는 관련 WTO 협정의무를 어떤 방법으로 현명하게 

국내법으로 이행하느냐에 따라 협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그 협

56) 앞의 각주 30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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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반인지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실제 국제경쟁력 확보의 싸움에서 

결정적 우위를 점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약점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번 

PDP 분쟁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하여 TRIPS 협정의 국내법적 이행과 관련

하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이 사건 하

나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모든 국내법을 WTO 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정비하는 것이 국가경

쟁력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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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TO Agreements and Municipal Laws
―A Lesson from Recent PDP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57)

Seung Wha CHANG
*

A series of disputes arose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involved patent 

infringement claims for PDP products. In the first dispute between Samsung and 

Fujitsu, the Customs Office of Japan suspended liquidation of Samsung's 

imported PDP products into the Japanese market. In return, in the second dispute 

between LG and Matsushita, the Korean Trade Commission (“KTC”) granted a 

provisional measure which enabled the Customs Office of Korea to suspend 

liquidation of Matsushita's PDP products into the Korean market. Although both 

disputes were resolved as a result of settlements, these disputes triggered an 

important issue of whether suspensions of liquidations in both cases are 

inconsistent with Part III, Sections 3 & 4 of the TRIPS Agreement. This paper 

analyzes thi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Customs Tariff Law of Japan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53 of the TRIPS Agreement in terms of its time limit for release of 

suspension which is established under Article 21-5 of the Customs Tariff Law of 

Japan. In consequence, suspension of liquidation by the Customs Office of Japan 

is also inconsistent with the same article under the TRIPS Agreement. It appears 

that the same measure is in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nd GATT Agreements.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shows why and how the KTC’s provisional 

measure and its related measure, suspension of liquidation by the Korean 

Customs Office, can be consistent with relevant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The author also argues that the conformity with the TRIPS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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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would most likely justify a possible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principles.

In conclusion, this paper highlights that a WTO Member’s ensuring WTO 

conformity would guarantee an advantageous position of its national enterprises 

in dealing with its foreign competi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