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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經濟行政의 世界化

― 行政의 統制規範으로서 WTO협정?*

― 대법원 2005.9.7. 선고, 2004추10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1)

金 泰 昊**

Ⅰ. 머리말

國際規範이 行政을 規律하는 法源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인가에 

한 논의는 종래 드물었다.1) 근 의 권력분립 모델이 의회에게 법률제정권을 

부여하면서 외  권한(auswärtige Gewalt)은 행정부에 남겨두었다(조약체결권)

는 사실이 국제규범을 法治行政으로부터 분리해서 사고하게 한 연 인 배경이 

되었다면, 행정에 한 國內公法이라고 규정되는 행정법의 개념정의는 그 배경에 

이론  테두리를 쳐 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세계화’2)로 지칭되는 일련의 상들이 공  역의 구조를 변화시키

* 필자는 이 부족한 을 지난 10월 16일 타계하신 南河 徐元宇 선생을 추모하며 썼다.
** 함부르크 학교 법과 학 박사과정

1) 선구 인 연구로는 서원우, “행정시스템의 변화와 21세기 행정법학의 과제” 행정법연

구 제7호, 2001; 같은이, “ 로버리제이션과 법”, 스티스 제77호, 2004, 145-156면.
2) 일단 세계화(Globalization)를 국가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이 주된 계기가 되어 벌어

지는 다양한 국  질서의 형성 시도  그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러두자. 이 

논문의 심인 세계화가 공공 역에 미치는 향의 분석과 련된 논문모음집으로는 

David Held et al, Global Transform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1999. (조
형제 역, 지구  변환, 2002); Joseph S. Nye/ John D. Donahue, 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 2000; Ulich Beck (Hrsg.), Perspektiven der Weltgesellschaft. 1998 
와 Politik der Globalisierung, 1998. 법이론 분야에서는, Rüdiger Voigt (Hrsg.), 
Globalisierung des Rechts, 2000.; Peer Zumbansen, “Spielungen von Staat und 
Gesellschaft: Governance-Erfahrungen in der Globalisierungsdebatte”, Globalisierung als 
Problem von Gerechtigkeit und Steuerungsfähigkeit des Rechts, ARSP-Beiheft, 2001, 
13-40면.; 김도균, “법치주의와 세계화: 국  법의 등장과 공화주의  법치 ”, ‘한국

법과 세계화’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139-163면, 2005을 참조. 경제의 세계화 상에 

해 독일 연방의회에서 작성된 문가 보고서도 참조할 가치가 있다. “Globalis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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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한 매가 되면서 국내공법으로서의 행정법 역시 이론  수정의 요구에 

노출되고 있다. 가령 세계화 상이 행정에게도 ‘국제기 ’3)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때, 그 기 의 수는 法治行政原理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게 설명될 수 있는가, 는 ‘국제 력’4)을 심으로 갈수록 범 해져가는 행

정의 외  활동 범 를 규율하는 데 외  권한에 한 종래의 행정조직  

행정통제 도그마틱은 충분한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그 로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음들은 세계화 과정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로 변되는 국

가 단 의 헌법  가치들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최근의 한 법원 결(이하 ‘ 북 식조례사건’으로 지칭)은 세계화 상황에서 

국내법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5) 이 결은 행정

부 스스로가 국제 약 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제소한 조례무효확인소송

이라서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이 충돌할 가능성을 드러내 보여 다. 결의 이론구

성은 체로 간명하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가 체결․비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인데, 자치법규인 조례가 상  법령의 범 를 벗어나 제정되면 무효인바, 우리농

산물을 우 하는 해당 조례는 GATT 1994 제3조상의 內國民待遇原則에 배되

어 무효라고 하 다.

이 에서는 이 법원의 례를 감삼아 經濟 는 社 規制 行政의 에서 

WTO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화 양상과 우리 헌법질서 하의 행정법규율체계가 부

합하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  북 식조례사건을 비 으로 

분석하고 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행정 련 국제규범이 국내규범으로 편입되는 

상의 문제 지 을 드러내 보이고(Ⅱ), 이 문제들을 WTO규범을 수용하는 우리 

der Weltwirtschaft - Herausforderungen und Antworten”, BT-Drucksache. 14/6910.
3) 국제기 ( 로벌 스탠더드)은 조약, 연성법(Soft law) 등 국가를 규율하는 국제공법  

규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통용력을 갖는 사 인 기 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용례로는 장승화 편 , 국제기 과 법의 지배, 박 사, 2004
의 논문들을 참조.

4) ‘국제 력’은 이미 실정법상의 용어이다. 가령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

법률 제53조는 ‘국제 력’ 의 표제로 “정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에 한 업무, 
정보통신망의 안 성을 침해하는 행 를 방지하기 한 업무 등에서) 다른 국가 는 

국제기구와 상호 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원 2005.9.7. 선고, 2004추1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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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의 정당화 문제  그 권력분립  통제 문제로 연결짓는 한편(Ⅲ), 국

가  경제질서에서도 국내법상 법치행정  민주주의원리가 ‘원리 으로’ 철되

어야 함을 지 하고자 한다(Ⅳ).

한편 이 은 유럽연합/유럽공동체(EU/EC)와 그 회원국가인 독일의 사례를 주

된 비교의 착안 으로 삼고자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국제규범․유럽연합규범․국

내규범이라는 多層的 法構造를 설계해 가고 있어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행정 

간의 권한설정과 역할분배를 실무 ․이론  안으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6) 특

히 유럽공동체(EC)와 회원국과의 계는 이를 강한 세계화의 실험장으로서 이해

한다면 세계화의 개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Ⅱ. 법원 2005. 9. 7. 선고, 2004추10 결 ( 북 식조례사건)

1. 북 식조례사건의 개요

라북도의회는 학생의 건강, 통식문화에 한 이해의 증진, 북지역 농산

물의 소비 진과 수 조 을 목 으로 한 식조례안을 제정하 다 (제1조). 조

례안은 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

품을 ‘우수농산물’이라고 정의한 다음 (제3조 제2항), 학교 식을 해 라북도

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등을 우선 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제6조 제1항), 그

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제4조 제2항, 제6조 제2․3항),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 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제9항) 교육감은 이에 지도․감독의무를 지

도록 (제11항) 규정하 다.

원고 라북도교육감은 이 조례안이 1994년 세  무역에 한 일반 정 

(이하GATT) 제3조 제1․4항 (상품무역에 한 內國民待遇原則), 제24조 제12항 

(지방정부의 정 수의무) 등에 반된다는 이유로 라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

하 으나 피고는 조례안을 원안 로 재의결하 고, 이에 원고는 식조례재의결

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의 주요 논리 개는 다음과 같다.

6) 이 문제를 주제로 한 독일의 최근 교수자격논문으로 Christian Tietje, Internationali- 
siertes Verwaltungshandeln, 2001.; Christian Seiler, Der souveräne Verfassungsstaat 
zwischen demokratischer Rückbindung und überstaatlicher Einbindung, 200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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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GATT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GATT에 반되는 하  법령은 효력이 없는데, 헌법  지방자치법 제15조상 

‘法令의 범  안’에서 제정될 수 있는 조례가 ‘法令’인 GATT에 반될 경우 효

력이 없게 된다.

“GATT는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통령의 비 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WTO 정(조약 1265호)

의 부속 정(다자간 무역 정)이고, 정부조달에 한 정은 1994. 12. 16. 국

회의 동의를 얻어 1997. 1. 3. 공포ㆍ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

역 정)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

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정부조달 정에 반되는 경우

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② 북 식조례안의 ‘우리 농산물’ 사용의무 규정은 GATT　제3조상의 내국

민 우원칙에 반되므로 정부조달 정의 양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GATT에 

반된 것이고, 조례안의 일부가 법한 이상 조례안 재의결은 일체 무효이다.

“GATT 제3조 제1항은 ‘체약국은 … 산품(products)의 국내 매, 매를 

한 제공, 구매, 수송, 분배 는 사용에 향을 주는 법률, 규칙  요건…은 국

내생산을 보호하기 하여 수입산품(imported products) 는 국내산품

(domestic products)에 하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규

정하고, 제3조 제4항은 ‘체약국 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역에 수입

된 산품은 그 국내에서의 매, 매를 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는 사용

에 한 모든 법률, 규칙  요건에 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에 의하면, 수입산품의 국내 매에 불리한 향을 

주는 법률, 규칙  요건 등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하여 수입산품 는 국

내산품에 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수입국이 법률, 규칙  요건에 의하여 수입

산품에 하여 국내의 동종물품에 비해 경쟁 계에 불리한 향을 미칠 수 있

는 차별 인 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조례안의 각 조항은 학교 식을 해 우수농산물, 즉 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등을 우선 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

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 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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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

보다 불리한 우를 하는 것으로서 내국민 우원칙을 규정한 GATT 제3조 제

1항, 제4항에 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 결과 련된 쟁 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GATT/WTO 정의 국내 재 규범으로의 직  용 가능성

 법원의 논리 개에서 보듯 이 결의 핵심 인 쟁 은 WTO 정이 국내

법 으로 직 용되어 하 법령을 개폐할 효력을 갖는가 하는 데 있다.

(1) 국제조약의 국내법상 직 용에 한 일반론

법한 차를 거쳐 체결된 조약이 어떤 조건 하에서 국내의 법집행기 인 행

정부와 사법부에서 직 용될 수 있는가(條約의 國內法上 直接適用)는 국제조약

이 체결․공포되었을 때 별다른 국내법상의 입법  조치가 취해질 필요없이 국

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가와 련지어 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법

과 국내법의 계를 통일 인 법질서 내에서 악하는 一元論(Monism)  법체계 

하에서는 조약이 국내법으로의 환법률을 요하지 않고 국내법상 수용되는 반면, 

국제법과 국내법 각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제에서 출발하는 二元論(Dualism)

 법체계 하에서는 조약 체결 후 동의법률을 거침으로써, 즉 조약의 환

(Transformation)이 뒤따라야7) 국내법  질서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그 문리  해석상 이행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원론 인 체계

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 용 단의 기 으로 본다면 

국제규범이 이행법률 없이 직  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립은 재 상 화되어서 그것이 원형 로 

용되고 있는 나라도 없을 뿐더러,8) 직 용 여부는 별도의 기 을 통해 단

7) 그 표 인 법체계가 독일이다(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1문: 연방의 정치  계를 

규정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련을 갖는 조약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연방입법의 

권한을 갖는 기 들의 비 동의나 참여를 필요로 한다).
8) 독일에서도 조약이 법률형식으로 변형되어야 독일법질서에 편입된다고 보던 종래의 

통설인 변형이론(Transformationstheorie)에 해 동의법률은 단지 조약 내용을 집행하

라는 명령만을 담는 것이므로 조약 내용의 변형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집행이론

(Vollzugstheorie)이 제기되면서 일원론과의 차이가 상 화되었다. 반면 일원론 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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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 유럽공동체 약은 法源으로 指針(Richtlinie)

과 命令(Verordnung)을 구분함으로써 일원론과 이원론을 상 화할 필요성을 제도

으로 반 하 는데, 지침은 각 회원국의 재량 하에 각국의 법률로 ‘ 환’과정

을 거쳐야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통일 인 규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命

令을 통해 곧바로 회원국들에 효력을 미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이 국내법집행기 에서 直接 適用되는가, 즉 自己執行力(self- 

executing effects)을 가지는가의 문제를 일원론/이원론체계를 기 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구체 인 조약내용에 따라 달리 단할 수밖에 없다. 즉 직 용을 의

도하는지에 한 조약체결국의 意思가 가장 우선 이며, 조약이 집행  성격을 

갖는 것인가 하는 조약 자체의 성질, 구체화의 정도, 국가에 의한 법률유보의 명

시여부 등을 종합 으로 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집행력을 갖지 않는 

조약은 국가간의 계를 구속하되 국내법체계 내에서 행정부의 집행을 강제하는 

재 규범으로서 사용될 수는 없게 된다.

(2) WTO 정의 국내법상 직 용 여부 단

WTO 정의 규정이 국내  효력을 지니기에 합한 것이어서 사법심사에서 

직  용될 수 있는가는 앞서 본 일반론에 기해서 우선 단해 볼 수 있다. 

WTO 정이 법한 차를 거쳐 체결된 헌법 제6조 제1항 상의 조약이고 국제

법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조약 체결당시 우리나라가 정을 직 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정 자체가 명확하고 구체 이어서 

직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등이 그 요건으로 제시된다. 즉 WTO가 헌법 제6조상

의 조약이라 하더라도 그 조약의 직 용가능성 문제는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

킬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 WTO 정과 련해서는 조약의 해석을 통해서 드러

나는 조약 당사국의 의사가 결정 이 될 것인데, 이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

는다면 직 용 여부는 원칙 으로 각 당사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9) 다만 조약 내부에서도 특정 조항에만 직 용을 인정하거나, 특정 조항

조를 가진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요한 조약들의 집행에 한 사항은 국내 이행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K. Ipsen, Völkerrecht, 5.Aufl., 2004.; Kunig, 
“Völkerrecht und Staatliches Recht”, in: Graf Vitzthum (Hrsg.) Völkerrecht 3. Aufl. 
2004, 79면 이하.; Hobe/Kimminich, Einführung in das Völkerrecht, 8. Aufl. 2004, 
223-234면. 보다 자세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이론사  개에 해서는, Christine 
Amrhein-Hofman, Monismus und Dualismus in den Völkerrechtslehren,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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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만을 배제하는 것도 그 의사에 기해 가능하다.

 결에서 WTO 정 제3조가 이러한 일반  요건을 구체 으로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논증하지는 않아 그 논거를 짐작하기는 어려우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GATT/WTO 정을 국내법상 직 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첫째, WTO 정에 한 이행법률인 ‘세계무역기구 정의이행에 한특별법’(이

하 “WTO 정이행특별법”)이 직 용 배제에 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는 사실이 WTO 정의 직 용에 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WTO 정이행특별법 제2조는 “ 정의 어느 조항도 세계자

유무역체제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행법률

에서 직 용에 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의 례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아서 탄력 으로 응의 가능성을 열어두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겠다. 따라서 WTO 정 직 용 여부의 해석은 타국과의 비교법

 해석을 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둘째 比 法的으로 보면 WTO 정의 국내법상 직 용이 일반 으로 부정되

고 있다. 미국은 직 용을 이행법률에서 명문으로 거부했으며,10) 일본도 GATT 

1947의 직 용을 부정한 바 있다.11) 유럽공동체(EC)와 그 소속회원국 모두가 

WTO 회원국인 유럽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12) 유럽재 소는 결을 통해 

WTO 정이 개별국가로 하여  직 인 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9) Christine Amrhein-Hofman, 의 책, 2003.
10) 미국의회는 종래 이미 WTO 정을 연방헌법 제6조 제2항 상의 조약이 아닌 ‘행정

정’으로 처리하며, 국제통상과 련된 조약의 자기집행성은 부인해 왔다. WTO 정과 

련해서는 미국내 이행을 규정한 ‘우루과이라운드 정법(Urguay Round Agreements 
Act)이 직 용배제를 명시 으로 밝히고 있다.

11) 일본 최고재 소 1990.2.6. 결, 昭62 (オ) 168호. 이 사건에 한 평석으로는 松下滿

雄, “西陣 ネクタイ訴訟 高裁判所判決”,　ジュリスト 제956호　1990, 76면 이하.
12) 유럽공동체와 회원국가가 모두 WTO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유럽공동체(EC)가 체 

외경제 문제에 한 권한을 포 으로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Oppermann, 
Europarecht, 3. Aufl. 2005, 685면. 일반 인 개요  변천사에 해서는 M. Hilf, 
“Die Anwendung des GATT im deutschen Recht”, Hilf/Petersmann, GATT und 
Europäische Gemeinschaft, 1986, 11면 이하; W. Meng, “Gedanken zur Frage 
unmittelbarer Anwendung der Regeln des GATT in der Praxis der EG”, Festschrift 
für Rudolf Bernhardt, 1995, 1063면 이하; M. Hahn/G. Schuster, “Zum Verstoß von 
gemeinschaftlichem Sekundärrecht gegen das GATT”, Europarecht 1993, 261면 이하 

(특히 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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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13) 유럽재 소가 정을 극 으로 직 용할 이유가 없다고 시하 다. 특

히 유럽재 소는 결에서 ‘상호주의  호혜성에 기반을 둔 상원칙’을 명시한 

정 서문을 근거로 들면서, 상호주의 원칙은 정을 통해 제시된 의무를 균등하

게 부담하게 해주는데 만약 그런 의무를 일방 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유럽공동

체 내 입법  행정기 의 재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 하 다.14) 그리고 

직 용은 분쟁해결양해(DSU) 제22.2조상에 명시된 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라는 수단을 잃게 만들며 그 결과 유럽공동체의 상력이 훼손되는 것은 공평하

지 않다고 보았다.

물론 유럽재 소의 태도에 해서는 비 도 없지 않았다.15) 먼  사  주체의 

권리보호가 소홀해 질뿐만 아니라 사  주체의 권리보호 자체가 WTO체제를 실

효화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함을 간과했다는 주장이다.16) 이 주장은 유럽공동

체 내에서 유럽재 소가 사  주체의 권리보호를 유럽법 우 의 법체계를 구축

해 나가는 동력으로 삼은 이 WTO체제 내에서도 용될 만하다는 제에 서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의 구축과정과 WTO체제의 그것을 재로서는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유럽공동체 내에서는 공동체법의 국내법에 한 용상 우

가 법제화되어 있고, 불완 하게나마 체 가치와 질서를 담아낼 수 있는 법  

공동체가 구축되어 있음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17)

13) GATT 1994 결에 해 특히 EuGH Rs. C-149/96 (Portugal/Rat), Slg. 1999, S. I- 
8395 (Rn. 40 ff.) 참조. 이 사건은 키스탄  인도 섬유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게 되

는 결과를 낳는 유럽각료이사회 결정 96/386/EC에 반 하여 포르투갈이 제기한 사건

이었다. 이밖에 TRIPS 정에 한 직 용을 부정한 사건으로는 EuGH verb. Rs. 
C-300/98, C-392/98 (Parfum Christian Dior), Slg. 2000, S. I-11307 (Rn. 44); EuGH, 
Slg. 1998, I-3603 = NJW 1999, 2103 (Hermes) 참조. 다만 독일에서는 연방통상 법

원이 지 재산권 련 WTO 정(TRIPS)에 해 직  용가능성을 인정하 는데

(BGH NJW  1999, S.1958.), 그것은 독일 입법자가 이미 명시 으로 수용하 기 때문

이다(BT-Drucksache. 12/ 7655, S.337).
14) Hörmann/Neugärtner, “Rechtsschutz Privater”, M. Hilf/S. Oeter, WTO-Recht, 

Rechtsordnung des Welthandels, 2005, 551-554면.
15) 자세한 내용은 C. Cascante, Rechtsschutz von Privatrechtssubjekten gegen WTO-widrige 

Maßnahmen in den USA und in der EG, 2003.를 참조.
16) Oppermann, Europarecht, 3. Aufl. 2005, 한편 이러한 유럽재 소의 태도는 다층 인 

법구조를 건설한 유럽공동체에서는 특수한 문제 을 낳았다.  결에 따르면 私的 

主體가 아닌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인 국가도 유럽재 소에 한 제소를 할 수 없게 

되는데,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유럽공동체가 WTO 결정을 잘못 해석하 을 때 회원국

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자국법원 뿐만 아니라 유럽법원을 통해서도 시정할 수 있

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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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상 서문의 상호성 등에 한 언 은 미래에 있을 추가 인 상에 

한 원칙일 따름이고 이것을 이미 확립된 원칙에 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 도 

제기되었다.18) 그러나 이 주장 역시 WTO분쟁해결기구에서라면 모르겠으되 정

의 직  용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데 해 국내법원이 재량  단을 함에 

있어 상호성을 정책  논거로 제시하는 것을 부정하는 논거가 되지는 못한다. 따

라서 비교법 으로나 정책 인 단에서나 우리 법원이 WTO 정의 직 용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셋째 WTO 정은 상소기구제도를 도입하고 정에 해 사실상 자동채택 차

를 둠으로써 자체 으로 국제통상체제에서의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어느 

국제법상 조약체제보다 확실히 구축하고 있다.19) 따라서 국제법상의 강제 수단으

로서 정의 국내법  용 필요성이 실하지 않다. 법원이 WTO 정의 직

용을 부정해서 WTO 정의 규범력이 특별히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가 

WTO 정의 국내  이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20)

넷째 실 인 문제 으로서 국내법원의 WTO 규정 해석과 WTO분쟁해결기구

의 규정 해석이 충돌할 가능성이다. WTO 설립 정 제9조에 따르면 WTO의 부

속 정 해석에 한 최종  결정권은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주어져 있는바 

국내법원의 해석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하나의 사실  요소로만 받아들여진

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 실 으로 드문 경우이겠지만 법원이 우리 국내

법이 GATT 정에 반되어 무효라고 단하고 난 이후에도 WTO 분쟁해결기구

에서 반이 아닌 것으로 단될”21)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원이 WTO 최고의

사결정기구에 이른바 선결문제로서 심사를 요청할 일은 없을 것이고 보면 이러

17) 유럽공동체와 WTO에서 직 용 가능성의 문제를 비교한 로, A. Bogdandy, 
“Rechtsgleichheit, Rechtssicherheit und Subsidiarität im transnationalen Wirtschaftsrecht 
― Zur unmittelbaren Anwendbarkeit von Art. 81 II EG und des WTO-Rechts”,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2001, 360면 이하.

18) 가령 S. Griller, “Judicial enforceability of WTO law in the European Union, 
Annotation to Case C-149/96, Portugal v. Council,”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00, 441-472면(특히 455면 이하).

19) 안덕근, “국제통상체제에서의 ‘법의 지배’ 확립과 한국의 황”, 장승화 편 , 국제기

과 법의 지배, 박 사, 2004, 317면.
20) 주진열, “GATT 반을 이유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무효 결에 한 비  고찰”, 

한국국제법학자 회 발표문(2005.10.29), 한편 조례가 구체 으로 GATT의 내국민 우

원칙 문언에 합치되는지의 구체  단은 이 논문을 참조.
21) 장승화, “GATT/WTO 정에 반된 국내법의 효력”, 인권과 정의 제262호, 1998,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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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충의 험성은 국내법원에서 직 용후 사법심사를 하는 한 상존할 수밖

에 없다.

다섯째 다른 국제 약과의 조화 문제이다. WTO 정에만 직 용을 인정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다른 국제조약, 가령 다자간 환경 정의 직 용은 부인할 

경우 결과 으로 다른 정의 내용과 배치되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어

도 WTO 정의 경제주의 인 가치에 함몰된 단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WTO

체제 내에서도 다자간환경 약을 비롯한 여타 국제조약을 수용하는 문제에 해

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보면,22) 오히려 국내법원은 경제  동기에 의해

서 추동되지 않는 조약의 수에 소홀함이 없는지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우리 헌법의 가치 구조 역시 WTO 정의 경제주의 인 가치 구조를 

그 로 수용하기에 합하지 않다. WTO 정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원칙으로 하

고 건강․환경 등을 이유로 한 사회 인 규제는 무역장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는 특별한 조건 하에서 외 으로 인정하는 반면, 우리 헌법구조의 경제  자유

는 기본권 하에서 형량시 우월  지 를 갖지 않는다. 그 다면 WTO 규범 체제

의 ‘ 도된’ 가치구조를 우리 헌법체제 내에서 조화 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일정

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유럽인권 약의 국내법  수용에 한 

국의 논란23)을 볼 때 국제법의 국내법  직  용의 문제는 이미 일반  법리

단을 넘어서는 정책  결정의 문제인바 정치  형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따라서 통상 문제에 한 국제법상 의무의 조화  수행은 행정부

의 재량으로 맡겨두고, 오히려 헌법재 소와 법원은 그러한 행정부의 활동이 

기본권 수호에 있어서 흠결을 가져오지는 않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취지에도 맞을 것이다.

WTO 정의 직 용에 원칙 으로 반 하면서도 기왕에 내려진 상 결의 

취지를 존 하여 그 의미를 축소 용하려는 시도를 해 볼 수는 있다.24) WTO

22) 가령 J. Neumann, Die Koordination des WTO-Rechts mit anderen völkerrechtlichen 
Ordnungen, 2002.; P. Messerlin, “Three Variations on ‘the Future of the WT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8 (2), 2005, 299-309면. 국내문헌으로는 가령 

손태우, “WTO 체제에 국제사회의 가치수용을 한 법  방안에 한 연구”, 스티

스 제81호, 2004, 221면 이하.
23) 이에 한 소개와 련 문헌은 Harold H. Koh, “Why Do Nations Obey International 

Law?”, The Yale Law Journal Vol. 106:2559 (특히 2658면과 각주 29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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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지방자치법상의 기 소송과 련하여서 외 으로 지방자치법상 제15조, 

제98조 제3항  제159조 제3항 상의 “법령”에 해당할 경우에만 직 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 즉 조례의 법 여부를 추상 으로 심사하는 기 소송에서만 이

러한 WTO 규범의 직 용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생각건  상 결의 법리의 확 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이 견해의 취지 

자체는 극 찬동할 만한 것이지만, 그 다면 왜 규범통제로서 조례의 법 심사

에서는 WTO 규범이 특별히 직  용될 수 있는지가 차별화된 논증을 통해 해

명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직 용가능성의 인정 여부가 상  입법과 하

입법의 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직 용을 주장하는 견

해의 요한 논거가 경제  권리의 보장에 흠결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보면, 추상  규범통제에 직 용성을 인정할 여지는 더 소하다. 따라

서 그보다는 WTO 정의 국내법상 직 용을 부인하고 WTO 정의 내용을 이

유로 한 논리 개를 결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미일 된 해

석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GATT/WTO 정은 그 직 용이 부인되어야 옳

았고, 조례의 GATT/WTO 정의 합치여부는 더 이상 검토될 필요가 없다. 다만 

WTO 정의 직 용을 부인하더라도 국내법령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있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이하 3.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3) 補論: WTO분쟁해결기구 정의 국내법  직 용 가능성

WTO 정의 직  용에 한 특수문제로서 WTO 분쟁해결기구 정이 있

은 후에 그 정은 국내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원

칙 으로 승소국은 이미 정결과에 따라 보복수단을 갖게 되므로 WTO 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논증은 여기서도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가령 분쟁해결기구

의 WTO 정 반결정이 내려진 후 그동안 WTO 정에 반된 국가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었던 기업이나 이후 승소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기업의 경

우 WTO 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쟁 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명문을 통해 그 용가능성을 배제한 바 있

으나,25) 유럽의 경우 유럽공동체의 바나나사건26) 패소 후 보복 세조치를 당한 

24) 주진열, “ 의 ”(2005), 18-19면.
25) Uruguay Round Agreement Act (1994) Section 123.
26) European Communities ―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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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유럽1심법원(EuG)에 유럽조약 제288조에 기한 손해배상 는 손실보상

을 청구한 바 있고,27) 유럽재 소의 확립된 입장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8)

3. 식조례의 上位法令 반 가능성

식조례는 그 제정 목 에 비추어 국내 통상법  규율과 직 인 련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상 법령 반여부는 특히 련법령으로서 학교 식법  

그 시행령에 비추어 그 법가능성을 단할 필요가 있다.

(1) 과 조례의 인정가능성

자치법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법령의 범 ”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법령의 범 ’의 해석에 해서는 학설의 립이 있다. 종래의 조례제정권에 

한 학설 에는 이른바 ‘法律先占論’, 즉 이미 법률의 규제 상이 된 분야에 

해서는 법률의 명시  임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

이었다. 일본의 통  통설이기도 한 법률선 론에 따르면 법령과 동일목 ․동

일사항에 하여 법령의 기 보다도 높은 기 , 는 강한 내용의 규제를 정한 

이른바 超過條例가 허용될 여지는 매우 좁아진다.29) 이에 반해 과조례의 허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당해 법령의 규제가 국  최소한의 기 을 정한 것이라

면 지역  규제수요에 부응하는 합리  범 에서 법령을 과하는 과조례도 

법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유력한 견해도 제기되어 왔다.30)

Bananas, WT/DS27/AB/R.
27) Hörmann/Neugärtner, “ 의 ”, 564-565면.
28) Biret International SA가 제기한 사건(EuGH Rs. C-93/02 P, Urteil vom 30.0. 2003, 

Rn. 56 ff.)에서 유럽재 소는 문제되는 시간범  내에서 명백히 인정되는 손실을 발

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 문상덕, “自治立法의 位相  機能 再  ― 韓․日에 있어서의 自治立法 限界 論議를 

기 로”, 행정법연구 7호, 2002, 54-55면.
30) 문상덕, “ 의 ”에 따르면 과조례의 허용가능성을 인정하려는 이러한 주장은 특

히 환경조례와 련되어서 제기되었고 이후 다른 역에서도 확 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 구체 인 기 으로서는 “(i) 당해 행정 역에 있어서 超過條例에 

의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수성을,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존 이라고 하는 

에서 극 으로 고려할 것, (ii) 당해 행정 역에 있어서 人權 상호간의 價値序列

을 정하여 보다 우월하다고 해석되는 人權의, 조례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을 극 으

로 고려할 것, (iii) 당해 행정 역에 있어서의 행정책무가 극 인 것인가 그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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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법원 결정 한 조례제정권의 범 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조

례제정권의 범 에 한 해석을 일반 인 임입법의 한계론과 구별하려는 이해

방식에서 드러난다.31)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러한 자치조례에 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정하는 ‘법령의 범  안’이라는 

사항  한계가 용될 뿐, 일반 인 임입법의 한계가 용될 여지가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반되지 아니하는 범  

안’으로 풀이된다.”32)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특정 사항에 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

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국에 걸쳐 일률 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

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33)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반된 것이 아니라고 본 례에서도 이미 확

인되었던 바이다.34)

(2) 식조례의 평가

식조례의 경우 무엇보다 당해 조례가 학교 식법  시행령이 정한 범  내

은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것이 극 인 것이라고 단되면 과조례의 가능성을 

정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 이 제시되었다. (室井 力․兼子 仁, 地方自治

法, 47면; 原野 翹, 法律と條例-現代行政と條例制定權, 9면. 문상덕, “ 의 ”, 59면에

서 재인용.) 조례가 이러한 기 에 해당한다면 당해 법령의 규정은 低基準法으로 

해석되고 과조례가 허용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취지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생각되며, 최근의 일본 通說 역시 법

률선 론을 히 완화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 조해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와 단체 임사무에 한 자치조례의 제정 한계”, 법원 례해설 제35호, 2000.11. 
622-623면 참조.

31) 법원은 자치사무와 단체 임사무 뿐만 아니라 기 임사무에까지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한” 임조례의 제정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결.
32) 법원 2003.9.23. 선고, 2003추13 결.
33) 법원 2000.11.24. 선고, 2000추29 결.
34) 이러한 상을 정 으로 악하는 견해로, 김남진, “조례제정권과 임명령 제정권

의 구별”, 법률신문 제3227호, 2003.12.18.; 반면 이를 제한 으로 악하는 견해로는 

이 윤, “의회유보와 조례에 한 임의 정도”, 법률신문 제3203호, 20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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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정된 것인지, 과조례의 가능성은 없는지가 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식법 제6조 제2항은 학교 식의 리  운 원칙으로 “ 식의 내용이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식

리에 있어서는 생과 안 에 철 를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7조 

제5항은 “학교 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식조례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내용과 지원범 는 

이들 규정에 ‘ 반되지 않는 범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생각건  북 조례가 지역경제  이유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학교 식법  시행령을 엄격하게 용할 경우에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

이다. 특히 국  규율 필요성을 신할 법  정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지역

경제  필요성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건강․환경 보호를 한 ‘ 과조

례’임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서도 

식조례안이 지방자치제도의 제도  보장을 체 하고 있는 측면을 도외시하는 것

은 옳지 않다. 근거리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은 식의 품질을 높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  요구에 충실한 지방자치 모델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시도

가 지방자치의 자립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지방자

치제도를 보장한 헌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법정책으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런 에서 본다면 재 소송계속 인 유사한 식조례 련 사건에서는 

문언의 규정에 따라 학교 식법  시행령이 법령범 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새길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가령 경상남도 식조례는 “우리 농축산물”의 개념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 품질 리법, 축산법에 의한 친

환경농산물과 유 자 변형이 되지 않은 우리의 식재료로 구체화하고 있으며,35) 

서울특별시 식조례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로서’ 와 같은 품질인증기

을 충족시키는 식재료를 ‘우수농축산물’로 규정하고 있다.36) 이들의 허용여부

는 구체 인 규정문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조례의 내용이 학교

식법  시행령의 명문 규정에 반하지 않고, 학교 식법  시행령의 규정이 학

교 식에 해 통일 인 규율을 의도하고 있지 않으며,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건

강과 같은 기본권의 보호를 의도하는 한편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제도  보장 취

35) 법원 2005추72 결로서 법원에 소송계속 .
36) 법원 2005추24 결로서 법원에 소송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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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가 충

족될 경우 그것은 상  입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37)

(3) 학교 식법의 개정

만약 학교 식법이 ‘우리농산물’ 내지 ‘우수농산물’로 학교 식을 공 하도록 

명문화하는 개정을 한다면, 타국에 의해 WTO분쟁기구에 제소될 가능성과는 별

도로 WTO 정의 국내법상 용논란은 그야말로 더 이상 다투어질 필요가 없다. 

WTO 정과 련해 이는 학교 식 분야에서 WTO 정을 국내법상 직 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거나, 헌법상으로 동일한 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WTO 정 규범에 앞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개정된 식조례법을 우선해서 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4. 식조례에 규정된 유 자변형생물체(GMO) 사용 지

북 식조례 등 여러 식조례는 유 자변형농작물을 식에서 사용하지 않

도록 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유 자변형생물체의 유통 허가 문제는 별도의 

논문에서 언 되어야 할 복잡하고 세부 인 쟁 을 안고 있는 문제38)이나,  사

례와의 련  하에서만 간단히 그 허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국내법상 학교 식법에는 유 자변형농작물에 한 규정이 없고, 식품 생법 

37) 물론 WTO 차원에서 단할 때에는 사실상 WTO 정의 반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령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되 우수농산물을 “농산물품질 리법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규정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품질인증 부여가 법률상 

국내산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나, 실제 외국산 농산물이 품질 인증을 받은 사례가 드

물다면 WTO 법리상 사실상의 (de facto) 반법리가 용가능하기 때문이다. WTO분

쟁해결기구는 GATS 제2조 최혜국 우 반과 련하여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규정 반이 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다. 장승화, “ 의 ” 
(1998), 70면. 그러나 WTO 정 반을 단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 정 규정의 해석과 운용에 따라 행 식조례안들을 WTO 정에 합

치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38) 유 자변형농작물에 한 규제는 재 WTO에서 미국과 유럽공동체 간의 무역분쟁으

로 다투어지고 있다. 이 다툼은 사 방원리의 법  수용 문제와 연결되어 계속 인 

논쟁을 낳고 있다. 최근의 문헌으로는, D. Motaal, “Is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Anti-Precaution?”, Journal of World Trade 39, 2005, 483-501면; “Adjudicating the 
GM Food Wars: Science, Risk, and Democracy in World Trade Law”,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0, 2005, 81-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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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서 식품의약품안 청장으로 하여  유 자재조합식품의 안 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농산물품질 리법 제16조에서는 수입농산물에 

한 GMO 표시의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2000년 9월 서명하고 2003년 9월 11일부터 발효된, 생물다양

성 약의 부속의정서 성격을 갖는 ‘바이오안 성에 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국

내 환법률(유 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 한법률)은 인체  환경에 해 

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성 평가를 거쳐 당해 유 자변형

생물체를 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이에 행정실무상 

농림부는 국내외에서 안 성평가 경험이 없는 유 자변형농작물은 허가 상으로, 

안 성이 확인된 경우는 신고 상으로, 이미 안 성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규제

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비규제청원 상으로 구분하여 리할 계획에 있다고 한

다.39)

이러한 국내법상 규율에 비추어 볼 때 국내법령은 ‘ 해성심사’를 제로 

GMO작물을 선별 으로 허용하고 표시제를 활용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식조례에서 모든 GMO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

하는 것은 상 법령과 충돌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이는 에서 살핀 ‘ 과조례’

의 허용가능성을 기 으로 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도 ‘ 해성심사’를 통과

하지 않거나 상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GMO작물의 경우에 그 유통을 지

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상 법령과 모순되지 않는다.

Ⅲ.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행정의 역할 변화와 그 정당성 문제

1. WTO 정의 헌법  정당성 문제

WTO 정의 직 용 가능성 문제와 별도로 이미 WTO 정은 우리 경제행정

의 요한 行爲規範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약으로서 WTO 정

을 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역에 의존하는 비 이 매우 큰 우리나라로

서는 WTO 정이 기회로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도 왜 WTO 정에 해서는 

유독 다른 국제 약과 비교하여 정당성에 한 이의가 많이 제기되는 것인가? 

39) 유 자변형생물체의 다양한 규제  맥락까지를 포함해서 조홍식, “리스크 규제의 합

리화: 유 자변형생물체를 심으로”, 장승화, 의 책 (2004), 201면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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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정 인 경제 역에서 제한 으로 통용되던 GATT 1947과 달리 GATT/ 

WTO 체제가 경제체제를 넘어 다른 사회체제에도 그 력을 미치고 있고 그 

결과는 각국내 이해 갈등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

 노총(AFL-CIO)이나 환경단체(시에라클럽)가 WTO체제를 비 하고 있다는 사

실40)은 그러한 문제가 국가간 이해 계의 산물만이 아님을 잘 보여 다.

일반 으로 WTO 정이 추구하는 자유무역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는 국제

무역에의 참여가 궁극 으로 국민복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보호무역을 

취할 경우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국내의 이익 련자를 이롭게 할 뿐이라고 

본다. 세계화를 추구함으로써 국제무역에서의 거래비용을 축소시켜 더 많은 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 인 근거나, 선진국의 이해에 사한다는 비 을 받는 세

계경제기구들이 어도 지난 20세기를 뒤덮었던 공황과 쟁의 방장치로서 기

실 기능해 왔다는 실  측면도 정당화의 한 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한 헌법 으로 경제  자유의 보장을 통해서 뒷받침될 수 있다.

그러나 WTO체제는 그러한 결정을 국제 으로나 국내 으로 철할 규범정립

의 민주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41) 먼  통 인 민주주의 모델에 따르면 조

약이 민주  정당성을 확보하기 해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WTO체제

와 같이 동태 인 시스템에서는 의회의 형식 인 동의로 충분하지 않고, 동의에 

제되어야 할 정보의 획득과 그에 한 통제 가능성, 즉 WTO체제 내에서 일어

나는 규범제정 작업에 각국의 의회가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안 인 정당화 모델에 따르더라도 그러한 약 은 해결되지 않는다. 즉 상

과정을 통해 규범을 제정한 과정 자체를 정당성의 근거로 보려는 주장을 따르더

라도 WTO 상 과정에는 충분한 참여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개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42)

따라서 장기 으로는 우리 행정부와 국회가 극 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

제조직 내 정당화 작업들을 강화해 나가야겠지만, 재로서 정의 결과를 다시 

국가로 가져와 정당성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필연 이다. 이것은 WTO체계를 우

40) 이들은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제3차 각료회의 반 를 주도하 다.
41) 이에 해 자세히 Markus Krajewski, Verfassungsperspektiven und Legitimation des 

Rechts der WTO, 217-268면.
42) Markus Krajewski, 의 책, 23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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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경제행정이 수동 으로 수용할 경우 그 경제행정 활동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회원국 행정이 유럽공동체와 자국에 해 이 의 충성 

(doppelte Loyalität)을 해야 하는 유럽공동체 내의 국가행정과 달리 우리 경제행

정의 정당성은 우리 헌법에 기해서만 평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세계화와 경제행정의 형성  재량의 계

국가행정은 경제분야에서 범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주권의 경제  행사를 

구체화하는 이들 활동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자율권을 가지는 것으로 종래 국

제사회에서 수용되어 왔다.43) 토, 공, 해에서 경제체제를 결정하고 경제분

야에 한 결단을 스스로 내리는 권한, 그 자원을 활용하고 고유의 환경  개발 

정책을 운 하는 권한, 국제 무역  여타의 경제 력을 운용하고 외국과 경제

계를 형성하는 권한, 경제분야에 보조 을 지 하고 경제를 유도조성할 권한, 경

제를 감독하고 공공안 , 사회양속, 건강과 환경  기타 법익에 련된 험을 

방지하고 그 방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 생산, 거래  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공기업을 운 할 권한이 그것이다. 우리는 세계화 과정

을 거치며 이 목록에서 더 이상 국가가 자율 으로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없게 

된 상당수 임무들을 발견한다. 심지어 행정조달계약도 WTO내 다자간 무역 정

의 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행정조달계약의 공법상 계약으로서

의 특수성이 강조44)되기가 무섭게 그것은 다시 WTO 정부조달 정의 합치 여부

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경제  사회 조정의 재량이 축소되어 

가는 것이다.45) 더구나 이 과정이 모든 규제에 ‘WTO 정 合致姓’에 따른 타당

성 심사를 하도록, 즉 WTO 규범에 한 自己檢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재량행사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행정의 임무  그로부터 인정되는 재량의 정당성은 결국 행정의 

公益추구로부터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면, 국제규범의 수용 문제도 그것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익추구활동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기 으로 

43) Rolf Stober, “UN und WTO als Motoren globaler Wirtschaftsrechtsprinzipien”,  
Ordnungsrahmen und Akteure einer sozialen und ökologischen Markt- und 
Weltwirtschaft, 2003, 160-161면.

44)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  성격”, 민사 례연구 25권, 2003.
45) 정부조달 정에 따르면 정 제23조상의 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조달계약

은 정부조달 정을 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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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에서 가령 ‘國家競爭力’46) 담론의 한 축을 

이루는 세계화의 경제주의  함몰은 공익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국가경쟁

력’ 담론은 국경을 넘은 경제주체간의 경쟁을 실로 받아들여 국가가 경제에 개

입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었다. 세계화와 맞물려 90년  이후에 부흥한 新自由主

義的 國家觀은 국가를 경제주의 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 자유주의 

통에서 자유의 제약으로서 경계되었던 국가의 역할이 사회복지국가의 요구가 

쇄도하면서 극 으로 수용되었다가, 세계화 과정을 겪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47) 이에 따르면 국가의 개입은 최 한 배제(脫規制)하면서도, 경쟁력을 

체계 으로 지원하는 범  내에서의 국가역할이 극 으로 주문된다. ‘국가경쟁

력’ 담론의  다른 표 인 생산입지(Standort)론은 이를 구체 으로 설명한다. 

국가행정은 다국  기업의 유치와 투자 진을 해서 매력 인 입지조건을 구

축하고, 나아가 외국에 있는 경쟁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이 좀 더 좋은 입지조건을 

릴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육성책의 목록에는 각종 건

강․환경에 한 사회  규제의 폐지와 노동비용의 감축, 조세 부담의 완화들을 

포함시킨다. 국가로 하여  ‘ 토에 기반을 둔 뿌리를 상실’48)하게 한 세계화 뒤

에는 이처럼 “ 지구 으로 유연하게 활동하는 자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유리한 가치 증식 조건을 제공하기 한 경쟁”49)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 ‘국가경쟁력’의 용례는 엄 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즉 국부를 증진시키는 각

종 국가  육성책이 ‘공익’추구활동으로서 상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각 역의 자율성과 이해 계를 무시하고 추구될 때에는 국가 체 부에 증

가  요소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公益性을 항상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50) 그것이 사회 제 세력 간의 이해 계와 그 분배에 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46) ‘국가경쟁력’이라는 불확정 인 개념은 실정법상의 다수 규정에 도입되었다. 가령 “이 

법은 국가경쟁력향상과 국민경제의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는 규정은 형

이다.  다른 로 정보통신망이용 진등에 한 법률 제10조는 “정부는 국가경쟁

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

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7) 국가의 역할에 한 역사  분석으로는 송석윤, “국가역할의 역사  변천 ― 근 국

가의 미래와 련하여”, 법과사회 제20호, 2000, 14면 이하; 보다 자세한 문헌으로 

Dieter Grimm(Hrsg.), Staatsaufgaben, 1996.
48) Udo di Fabio, Das Recht offener Staaten, 1998 97면 이하.
49) 구춘권, 지구화 실인가,  하나의 신화인가, 2000, 72면.
50) 최송화, 공익론, 2002,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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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르고 특정한 세력의 경제  이익을 공익으로 환치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 과정에서도 경제행정은 국가단 로부터 주어진 정당성에의 기

반을 토 로 계속 인 공익추구활동을 재량범  내에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 행

정의 외  활동 수행 역시 그러한 제 하에서 정당화되고 통제될 수 있다. 이

게 본다면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행정과 국제조직 간의 임무분배 내지 력 문

제, 그리고 행정이 의회나 사법과 비교해 갖는 외  재량권도 正當性에 한 

평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국제조직 역시 재로서는 각 국가로부터 임받은 

정당성을 매개로 하여 그것이 합쳐져 세워진 기구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정

당성의 기 이 민주  정당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행정의 역할에 있

어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단 에서 민주  과정을 통해 행정에 어떤 역할이 요

청되었는가 하는 민주  정당화의  외에(Legitimation durch ‘Input’), 그 역할

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Legitimation durch ‘Output’) 하는 기능  정당

화의 51)이 인정될 수 있다.52) 그 결합을 통해 國家主義的 사고  行政國家

의 독주를 피하면서도, 국가행정 활동의 재량 역을 확보해  수 있을 것이다.

3. 국회  사법부의 여를 통한 정당성의 보충

세계화 과정에서 외  활동에 한 경제행정의 재량은 민주  정당성과 기

능  효율성에 의해서 뒷받침되지만, 국회  사법부의 견제로부터 완 히 자유

로울 수는 없다.

(1) 국회를 통한 개입 민주주의  통제

가. 국제조약 체결에 한 국회의 동의권

헌법상의 민주주의  요청은 조약에 한 국회의 여를 인정한다. 헌법 제60

조에 명시된 조약에 한 국회의 동의권은 민주주의  요청에서 매우 요한 의

미를 지닌다. 가령 통상 상 등의 경우 그것이 우리 사회 내에서의 재화 배분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의회의 법률제정권에 하는 의사가 동의권의 형식으로 드러

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가 설득력있게 확보되지 않으면, 세계화 

51) Tietje, 의 책, 520면 이하  658면 이하.
52) 행정활동 수행의 기능  측면에 해서는 박정훈, “행정의 효율성과 법치행정”, 한국

공법이론의 새로운 개, 2005,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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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민주주의에 한 무력감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시민의 경우 세계화 

과정 자체에 어떤 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유럽헌법

이 각 국가에서 그 비 에 실패하고 있는 것도 유럽화의 진행과정이 시민들과의 

괴리를 가져와 민주주의의 실패로 이해되었던 것이 큰 원인이다.53)

나. 외  활동에 한 이행법률의 제정

의회가 조약체결 후 그 이행과 세부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는 것은 일원론  

구조를 지닌 우리의 경우에도 국가  재량범 를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  매개

고리를 만든다는 에서 극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 우루과이라

운드법의 제정을 통해 조약의 직 용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그러한 한 실례가 

될 수 있다.

그런 에서 에서 다룬 WTO 정의 직 용가능성 문제도 WTO 정이행

특별법을 개정하여 WTO 정의 직 용배제와 분쟁해결기구의 정을 이유로 

한 국내 법정에서의 손해배상청구 배제를 명문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자유의 침해는 이하에서 보듯 당해 행정작용

의 근거한 국내 법령을 다투면 될 것이다.

다. 의회의 사  개입 가능성 ― 행정부와의 력 활동

의회는 조약에 한 동의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행정부의 외  활동, 가령 통

상 정의 교섭과정에서부터 이미 발언권을 행사하고 행정부와 력 활동을 함으

로써 외  경제행정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가 극 으로 개입하여 그 

조약의 내용, 목   범 를 확정할 수 있다면 조약체결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

서는 조약에 선행하여54) 의회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조약의 내용이 기존 법률과 충돌할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조약에는 법률과 같은 지 를 부여한 것으로 악

된다.55) 따라서 원칙 으로는 같은 규율 역에서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과 충돌할 

53) Die Diktatur der Bürokraten, Der Spiegel, Nr. 23, 6. 6. 2005. 94-106면.
54) R. Wolfrum, “Kontrolle der auswärtigen Gewalt”, Veröffentlichung der Vereinigung der 

Deutschen Staatsrechtslehrer 56, 1997, 38-66면.
55) 국제조약의 국내법구조에서의 수용에 해서는 정인섭, 한국 례국제법 제2 , 2005, 

 서울국제법연구의 백충 ․정인섭, “한국의 국제법 행” 연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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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56) 그 우열 계를 정하는 것은 체로 특별법우선의 원칙57)과 신법우선의 

원칙이 기 이 되는데, 국회가 조약에 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기회에 조약과 법

률의 충돌 가능성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2) 헌법재 소를 통한 개입 ― 기본권의 보장

에서 살펴본 단계에 따라 국제법규범이 국내법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약의 체결  이행은 헌법

상의 기본권 목록과 그 법  도그마틱이 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

정한 역에서 인정되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국가의 핵심임무로

서 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화 과정에서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국제사회

와의 련성 속에서도 국가의 기본권 보장은 포기될 수 없는 임무라고 보았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이른바 마스트리히트 결58)에서 유럽연합 건설 이후

의 기본권 보호에 해서 다음과 같이 시한 바 있다.59)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그 할권을 통해 독일지역 주민의 효과 인 기본권

보호가 유럽연합의 공권력에 해서도 일반 으로 이루어지게끔 하고 헌법에 

의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명령된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는 기본권 보호가 요

한 부분에서 같은 수 으로 유의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다만 헌법재 소는 

독일 내에서 제기된 공동체법의 용에 해 그 재 할권에 있어 유럽재 소

56) 국내문헌의 로 양건, “국제법과 국내법의 계”, 국제법학회논총 23권 12호, 1978, 
167-186면; 김 순, “국제법과 국내법의 계에 한 소고: 97헌바65 결정을 보면서”, 
헌법 례연구 Ⅲ, 2001., 149면 이하; 조홍석, “국제인권법의 국내법  서열과 직

용가능성”, 스티스 제32권 3호, 1999, 10면 이하.
57) 조약에 민법에 한 특별법으로서의 우선 용을 인정한 경우로 법원 1986.7.22. 선

고, 82다카1372 결.
58) BVerfGE 89, 155 ff.
59) 마스트리히트 결이 나오기 이 까지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이미 두 차례의 요한 

결을 통해 헌법재 소의 기본권 보장 기능 문제에 한 입장을 언 한 바 있다. 종

래 연방헌법재 소는 유럽공동체 내에 독일의 기본권보장 수 에 미칠 만한 기본권보

장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럽공동체의 이차  법에 한 헌법재 소

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인정하 다가(이른바 Solang I 결, BVerfGE 37, 271, 277 
ff.), 이후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특히 유럽재 소를 통해서 기본권보장의 가능성이 거

의 국내 헌법재 소의 수 과 동일하게 확보되었으므로 헌법재 소의 심사 가능성을 

부인한다는 결을 내린바 있다(이른바 Solange II, BVerfGE 73, 339, 375 ff.). 이후 

이런 입장은 마스트리히트 결을 통해 다시 한번 수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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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協力關係를 행사하는데, 이 력 계에서 유럽재 소는 개별 사례에서 유럽

공동체의  역에서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고, 연방헌법재 소의 역할

은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기 을 일반 으로 보장하는 것에 한정될 수 있다.”60)

그러므로 연방헌법재 소는 유럽공동체의 이차  법들을 직  당장 심사하지

는 않더라도 유럽공동체가 만약 요한 기본권 역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수 의 보편 인 보장 필요성”을 일탈할 경우 헌법재 소의 심사권능을 다시 

재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 고, 이러한 헌법재 소의 태도는 이후 결61)

에서 유지되고 있다.62) 유럽통합이 된 이후에도 이처럼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경제 련 결에서 독일 지역 시민의 기본권 보장기능을 형식 으로라도 확보하

고자 한 은 기본권 보장기능이 포기할 수 없는 사법부의 일차 인 임무라는 

과 함께 그럼에도 경제행정의 외  활동에는 일정한 재량 범 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음을 동시에 보여 다.63)

(3) 법원을 통한 경제행정재량의 규율 ― WTO 정의 간  용 문제

가. 私的主體의 原告適格

행정작용 는 직  효력을 갖는 법규의 제정이 WTO 정과 조화되지 않는

다고 단할 경우 사  주체가 다른 나라의 WTO분쟁해결기구 제소를 기다리지 

않고 이를 국내법원에 직  제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국제법  에서 

에서 살핀 WTO 정 직 용가능성의 문제로 다룬 바 있는데, 이것을 국내법

 에서 보자면 사  주체의 소송상 원고 격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처분 등을 다

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2

60) BVerfGE 89, 174 f.
61) NJW 2000, S. 3124 ff. = Bananenmarkt-Beschluss vom 7. 6. 2000.
62) 련 결들의 개 과정에 해서는 Nicolaysen/ Nowak, “Teilrückzug des BVerfG 

aus der Kontrolle der Rechtsmäßigkeit gemeinschaftlicher Rechtsakte: Neuere 
Entwicklungen und Perspektiven”,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01, 1233면 이하.

63) 여기서 국제인권 약이 WTO 약과 달리 논증되어야 하는 지 이 드러난다. 국제인권

약은 법원에서 그 직 용 가능성이 부정되어 왔지만, 오히려 국제인권 약이야말

로 헌법상 기본권의 구체  보장수 을 일반 인 ‘국제기 ’으로서 제시한 것이므로, 
그에 반한 법률  행정작용은 그 헌성이 추정되어야 한다. 인권보호에 한 국가

 특수성이 경제문제에 한 국가  특수성보다 크다고 논증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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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취소소송의 원고 격), WTO 정의 반을 국내법원에서 다투는 이익이 행

법상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가가 단기 이 될 것이다.64) 그 다면 여기서 

가리키는 ‘법률’의 의미에 條約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條約

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원칙 으로 국제법의 법  주체는 國家이므로, 개인에게 국제조약으로부터 어

떠한 권리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에서 논한 조약의 직 용가능성

의 다른 측면인바, 마찬가지 논리를 빌어 원고 격을 인정하겠다는 조약 체결시

의 意思와 조약의 具體化에 비추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지를 개별구체

으로 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직 용가능성과 련해  북 식조례사

건에 한 비평에서 언 한 논거를 이유로 WTO 정의 원고 격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타의 조약 역시 조약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한 가  조

약의 국내법상 이행법률에 근거해서 그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를 단하는 것

이 옳다고 본다.

다만 일단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원고 격이 인정되었을 때 본안심사의 심사척

도로 국제법규가 ‘간 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에 

해서 이하에서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65)

나. 審査尺度로서 WTO 정의 간  용

행정소송 사건의 본안심사 척도는 법질서 체에 비추어 단하게 되므로 재

량결정의 심사에서 국제법상의 규범은 우회 인 방식을 통해 심사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국제법 합치  해석의 원리라는 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 간  

용의 가능성은 국내법질서의 국제법 존 을 반 해서 일뿐 아니라 국제조약의 

체결을 통해 조약은 이미 행정부 행 를 구속하는 기 이 되었기 때문이다.66) 

(간  용가능성의 인정). 따라서 WTO 정 역시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조

64) 동조항 련 학설의 갈래와 해석론에 해서는 박정훈, “제12조 (원고 격: 문)”, 
주석 행정소송법, 351면 이하 참조.

65) 독일에서 행정법원의 국제조약 해석 문제에 해서는, O. Rojahn, “Die Auslegung 
völkerrechtlicher Verträge in der Entscheidungspraxis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in: R. Geiger (Hrsg.), Völkerrechtlicher Vertrag und staatliches Recht vor dem 
Hintergrund zunehmender Verdichtung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2000, 123-140
면  토론문 참조.

66) Ossenbühl, in; Erichsen/Ehler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2 Aufl. 2004, 185-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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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서 행정을 구속하는바 경제행정재량의 고려 사유로서 그 심사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재 소에서도 WTO 정의 간 용가능성은 인정하고 있

다.67) 다만 이러한 간  용가능성은 국내법규의 문언에 명시 으로 반할 수

는 없다는 에서 직 용과는 차이가 있다.  조약에 한 이행법률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률을 심사척도로 삼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1) 재량심사의 척도로서 WTO 정상의 규정

경제행정작용 역에는 상 으로 범 한 재량행사의 여지가 부여되는데 

이는 WTO 정과 직  사안  련성을 가지는 외무역에 한 경제규제 역에

서 더욱 그러하다. 법원 역시 이 역에서는 행정결정의 “ 문 이고 정책 인 

단”을 “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존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68) 그러한 재량권은 정을 국내 으로 환하고 집행하는 방법과 

시기에 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행정작용의 재량에도 일반 인 재량통제에 한 척도는 여 히 

용되는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경우나 형량 단에 과도한 불균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량행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WTO 정이 재량결정에  고려되지 않았거나, 

련 이익이  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량하자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이를 신 하게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 실행의 여부에 

한 경제행정상의 재량권 범 를 부당하게 축소시킬 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 다음과 같이 기 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규범 효과 해석

에 존재하는 재량에 해서는 단시에 (실무상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WTO 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거나 WTO 정만을 기계 으로 용하여 다

른 형량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인정할 수 있

을 것이고, 요건해석에 존재하는 재량(多數說의 표 ) 해석에 해서는 WTO 정

67) 우유생산에 한 가트 정의 해석과 련한 결. EuGH, Rs C-61/94 Kommission/ 
Deutschland, Slg. 1996 Ⅰ-2989.

68) 가령 서울행정법원 2002.11.15. 선고, 2002구합29838 결. 이 사건에서는 WTO 정

의 사법재심사제도가 행정소송의 상이 되었다. 무역 원회가 국산 마늘에 한 

세이 가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농 이 세이 가드조치 연장을 한 피

해조사신청을 하 고, 이에 해 다시 무역 원회가 조사 불개시 결정을 한 것을 다

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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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를 따라 환된 국내법률의 해석에서 WTO 정의 내용이 해석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련 사례에서의 용 ― 외무역 련 행정결정의 사법심사

에서 개한 일반론은 최근 인도네시아법인이 자신을 상으로 하는 재정경

제부 규칙상의 덤핑 세 부과에 해 제기한 소송69)에서도 용할 수 있다.70) 

원고는 재정경제부 규칙이 덤핑마진의 산정방법에 한 WTO 반덤핑 정(GATT 

1994 제 6조의 이행에 한 정) 제6.10조와 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

정에 각기 반된다고 주장하면서 WTO 정 반을 주요이유로 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 는데, 행정법원은 세법뿐만 아니라 WTO 정도 상세히 ‘해석’한 후 재

정경제부 규칙에 재량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던 것이다. 행정법원은 세법 시행

령 제64조 제5항의 해석시 그 모태가 되었던 반덤핑 정 제6.8.조를 동렬에 놓고 

각각 해석하거나, 동종상품 여부를 단하는 경우에도 WTO 반덤핑 정 제2.6조

의 ‘동종 상품’(like product)과 세법상의 ‘동종 물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해석

에 따라 심사하고 결과 으로 재정경제부의 규칙에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과 같은 식이다.

[…] 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 ‘동종 물품’이라고 함은 당해 수입

물품과 물리  특성, 품질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

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

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

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WTO 반덤핑 정 제2.6조는 “… ‘동종 

상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상품 즉, 고려 에 있는 상품(product under 

consideration)과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 에 있는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1)

그런데 이러한 행정법원의 논리 개방식을 그 로 따를 때 만약 세법 시행

69) 서울행정법원 2005.9.1. 선고, 2004구합5911 결.
70) 문제가 된 재정경제부의 세부과 규칙은 WTO 패 에서도 심사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승소로 최근 마무리되었다. 같은 조치가 WTO 패 과 국내법원에서 동시에 다퉈지는 

상들은 이 의 실  문제상황을 잘 보여 다.
71) 서울행정법원 2005.9.1. 선고, 2004구합591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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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64조 제5항이 반덤핑 정 제6.8.조를 불충분하게 환하여 양 규정 간에 차

이가 있는 경우 국내법원은 ‘법률  효력’을 가지는 반덤핑 정을 기 으로 삼을 

것인가?  세법상의 ‘동종상품’과 WTO 정상의 ‘동종상품’이 달리 해석될 여

지는  없는가? 물론 법원은 WTO 정과 법령의 내용을 상호 유추의 근거로 

삼아 조화 으로 해석함으로써 해석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와 같은 물음을 해소하기 해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WTO 정

이 간 인 방식으로만 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첫째 WTO 정만을 이유로 한 사  주체의 소제기는 그 원고 격을 부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법률상 이익은 세법등 국내법에 기해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결정의 재량 단 근거 역시 원칙 으로 국내법률을 우선에 놓고 그 

재량일탈 여부가 심사되어야 한다. WTO 정의 내용이 국내법률의 문언에 반하

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WTO 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셋째 다만 국제법합치  해석의 원리에 근거하여 WTO 정의 내용은 재량일

탈․남용 여부의 해석에 있어서 간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WTO

정을 문자 그 로 환했거나 그에 하여 환한, 세법과 같은 직  련성

이 있는 국내법률은 요건의 해석문제에 있어 가치형량의 단구조가 동일하다는 

제 하에 WTO 정의 내용과 분쟁해결기구 결정들이 해석의 기 이 될 수 있

다. 당해 법률이 그러한 합치를 극 으로 의도했기 때문이다.

Ⅳ. 국가  경제규범 하에서 법치행정

1. 법치주의  측면 ― 本質性說의 수정?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

여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法律留保의 原則을 명시하

고 있다. 학설과 례는 헌법상 법치국가원칙, 민주주의원칙  기본권 련성에 

비추어 ‘본질 ’인 사항은 법률에 유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72) 본질성에 해서는 본질성의 징표가 무엇이냐가 불분명하다는 이 비

으로서 제기되어 왔지만, 무엇이 본질 인 내용인지 정하는 것이 입법부의 권한

72) 가령 김동희, 행정법Ⅰ, 2004, 35-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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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이 이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 이면 법률에 유

보하는 형식도 임입법 규정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본질 인 내용은 법

률에 그 구체 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議 留保論의 취지). 그러

나 법치행정의 핵심으로 인식되어온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국가화 경향이 가속

화되고 행정활동이 복잡화․다양화․ 문화되어감에 따라 그 실제에서 일종의 

‘필요한 픽션’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세계화와 국가  규범의 등장은 

그러한 경향성을 결정 으로 가속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첫째 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 인 단 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활동은 종래

부터 법률유보의 도가 낮은 역에 속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역에서 

국가간 합의를 통해 국제규범들이 생겨날수록 이러한 규범을 굳이 다시 국내법

에 삽입하지 않는 한 국내법 기 으로 볼 때 의회에 의한 법률유보의 규율 도

는 더 성겨지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세계화에 의해 국가간 력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그 본질상 국제 인 단

에서 통일 으로 정해질 때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 역들이 생겨나

고 있다. 인터넷표 이 그 표 인 일 것이다. 기술의 세계  표 화는 세계

화 상의  다른 요한 축으로서 이 역에서 국내법 인 법률유보는 표 의 

수용정도의 의미에 머무를 수 있다.

셋째 고도의 문화가 진행되면서 규율의 본질 인 내용까지도 문가에게 의

지하게 되는 상이 가속화된다. 문가들의 규범 제정과정에서의 향력이 강화

되면서 그것이 질 인 환으로 이어지게 되면, 문가에게 구체 인 내용을 규

율하도록 의뢰하고 입법자는 최종 인 결단을 내리는 역할을 맡던 단계를 넘어 

문가그룹이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두면 그것을 그 로 입법자가 가져가서 쓰

게 되는 힘의 역  상이 래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기술화는 경제의 세계화와 함께 세계화의  다른 요한 

축이 되어 법치행정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하에서 그 변화상들의 몇 가지 

실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식품  생을 규율하는 SPS 정의  ― 규제심사기 으로서의 WTO 

정?

생  식물 생에 한 WTO 정(SPS 정)73)은 각국의 해당 규율이 “무역

73)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金 泰 昊 [서울 학교 法學 제46권 제4호 : 312～348340

에 미치는 부정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 그것이 GATT/WTO 정 체계에 

비추어 반되는지에 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원칙 으로 자국의 

생 는 식물 생 조치시 국제기 , 지침 는 권고를 따라야 하며(제3조 제1항), 

이를 따르면 조치는 GATT 제20조 (b)를 비롯한 1994년도 GATT 규정에 합치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회원국이 “과학  정당성이 있거나, 특정 보호의 수

의 결과가 제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련 규정에 따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련 국제기 , 지침 는 권고에 기 한 조치보다 높은 수 의 생

에 한 보호조치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3조 제3항).74) 그러나 이러한 

외는 엄격한 ‘학문 ’ 근거에 의해 뒷받침될 때에만 외 으로 인정되고 있는

데, 그 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1999년 기 으로 WTO 심사에서 각국에서 강화된 형식으로 제정된 환경, 

건강, 식품안 에 한 기 이 WTO에서 수용된 은 없으며 제소된 기 들은 

모두 무역장벽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75) 이 때문에 정이 제시하는 각종의 기

들은 각국 정부가 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

한 가이드라인은 그것이 과도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든 과소규제이든 국내 행정규

제에 한 종래의 법  규율 과정에서 합리화되기 힘든 요소들을 갖고 있다. 특

히 SPS 제3조 제1항상의 국제기 이라 할 식품규격 원회규정(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은 국제기 으로 인정할 만한 정당성의 고리를 

74) 이러한 원칙과 외의 구조는 다른 WTO 하 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다만 

유럽 호르몬 사건에서 WTO상소기구는 SPS 정의 제3조 제1항과 제3항에 해 원

칙- 외 계를 부인하기는 하 다. 이하에서 다시 볼 것이다). 가령 무역에 한 기

술장벽에 한 정(TBT)은 각종 기술 규정과 표 , 그 합여부를 정하는 차가 

“정당한 목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한 정으로서, 다만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  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과 안

,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환경보호 등의 목 은 정당한 것으로서 고려하도록 한다

(제2조 제2항).
여타 정도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가령 무역에 한 지 재산권 정(TRIPS)은 제27조 제2항에서 공공질서의 보호와 생

명  인간의 건강, 환경보호와 같은 목 에 한 외를, 다자간 무역 정인 정부조

달 정(GPA)은 제23조에서 정에 한 외로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조달조치

의 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외사유가 인정되는 폭은 매우 좁은 편이다.
75) WALLCH&SFORZA, “Pub. Citizens Global Trade Watch, Whose Trade 

Organisation?”, Corporate Globalization and the erosion of democracy 202 (1999), 
Shapiro,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Regulatory Protection, and Public 
Accountability,” Administrative Law Review 54:1 (2002), 45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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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 부속조직인 식품규격

원회의 규정은 사실상 국내 식품규제의 표 으로서 통용되어 왔지만, WTO 정

의 부속 정인 SPS 정이 체결되기 까지만 해도 그 拘束力은 그리 크지 않았

다. 종래 이 기구의 추천사항은 각국이 법규를 통해 환을 한 경우에만 법  구

속력을 얻었고, 종종 각국은 오히려 더 높은 보호 수 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76) 

그러나 SPS 정이 체결됨에 따라 식품규격 원회의 규정은 그것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에 해당하는 규제인지를 결정하는 잣 로 편입됨으로써 구속력을 확보

하게 된다. 즉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어도 WTO규범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은 그보다 강한 규제를 시도할 경우 WTO 정에 비추어 정당

화사유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강화된 규제를 정당화

기 해서는 그 것이 학문 으로 뒷받침될 만한 근거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학

문  근거없이 험 발생의 사 방 차원에서 보다 강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77)

식품규격 원회의 규정에 이러한 사실상의 규정력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 것

인가에 해서는 계속 인 이의가 제기되어 왔으며, 유럽 호르몬 사건에 이르러 

상소기구는 식품규격 원회의 국제기 으로서의 지 를 ‘부족한 民主的 正當性’

을 보완하고 ‘透明性’을 확보하며 ‘司法的 審査 可能性’이 인정될 수 있는 미래

에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회원국이 자연과

학 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오용가능성을 이유로 사 에 통제하는 조

치78)나 학계에서 소수인 의견에 의해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79)도 받아들일 가

76) R. Stober, Besonder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2004, 253면.; R. Schmidt, “Die 
Internationalisierung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Die Verwaltung Beiheft 2, 
1999, 165면 이하 (특히 170면),

77) 다만 유럽호르몬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SPS 정 제5조에 따른 국내규제가 허용되려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먼  원고측이 일견 우월한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먼  1) 국제규범의 존재와 2) 국내규범이 그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3) 국내규정이 담고 있는 높은 보호수  기 이 무역상의 장애조치로서 향을 미치

고 있으며, 그러한 강력한 조치에 학문 인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그 국가 규

정이 의거하는 리스크 평가  한 보호수 에 한 확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16. 1. 1998. (WT/DS26/AB/R; WT/DS48/AB/R)

78) Appellate Body, (각주 77) para. 181, 187, 206.
79) Appellate Body (각주 77) para.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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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열어두었다.

(2) 행정입법 형식의 다양화 ― 법령제정권의 다양한 임 형태

가. 법령의 구체  형성을 국제법에 임하는 경우

법 제정을 세계화하는 가장 단 인 방식은 법령의 구체  기 을 ‘국제법규’ 

내지 ‘국제기 ’에 임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를테면 독일 통신법(TKG)은 “국제

 의무  권고사항을 수하기 해서” 번호(Nummer) 공간과 국가배당계획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2항 [ 제43조 제4항]). 이

게 되면 련 사업자들의 권리 계의 변동이 국제조직에서 정해진 기 에 의

해 일어난다. 사실 이러한 번호배분이나 주 수 분배와 같은 문제는 련 규율의 

‘본질 ’인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법률상 임의 형식이 ‘국제조직의 결정

에 따른다’는 것으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  규범 제정의 필요성과 그 구체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기술 인 한계를 생각할 때 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나. 私的 國際規範의 國際標準化

사  역에서 국제표 이 통용된 것은 통일  규율의 필요성과 문성의 우

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국제회계기 의 에서 보듯 비단 최근의 상이 아니

다. 그러나 그 표 제정이 공공 자원의 처리에 한 문제일 때는 그것이 민 화

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  어려움과 유사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80) 특히 인

터넷 주소  도메인의 경우 이것을 공공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도 그 국제 인 조율이 사  단체에 의해서 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

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다.81) 국내에서는 2004년에 [인터넷주소자원에 한법률]

을 제정, 인터넷 주소를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터넷주소분

쟁조정 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 으나, 이것이 국제 인 인터넷 독  상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에서 본 식품규격 원회의 규범이나 국제표 규격기구(ISO) 등의 규범 역시 

80) 이에 한 독일의 논의로는, H. Bauer, “Internationalisierung des Wirtschaftsrechts”, 
Umwelt, Wirtschaft und Recht, 2002, 80면 이하.

81) 이 문제는 2005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에서 국제인터넷주소 리기구(ICANN)
의 개 문제로 거론되었으나 재의 사  인터넷 리독  형태를 바꾸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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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부터 상거래 등에서 그 표  지 를 리고 있으나, 그러한 규정에 법령

의 구체  내용을 임하는 것은 신 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여기서 규정 

제정과정의 투명성과 결정 과정의 민주  정당성, 사법심사 가능성의 보장은 사

 규범에 법령의 내용을 임하기 한 구체 인 기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

령 식품규격 원회의 경우 다른 국제규범에 비해 실행정을 탈피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그럼에도 여 히 그 결정과정은 련 거 기

업들의 향력 하에 놓여 있다.82) 이 문제는 국제규범 제정 과정을 한 국제

력 과정에서도 경계되어야 할 문제이다.

(3) 국내법령 제정의 차  통제과정을 생략하는 문제

행정입법을 통해 주로 정해지는 규제기 이 WTO 등에서 설정한 국제기 에 

부합(Harmonization)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은 한편으로 행정의 차법  통제가

능성을 이탈할 우려가 있다.83) 이것은 특히 행정 차법을 통해 행정작용을 규율

해 온 미국  통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 들이다. 미국의 경우 행정의 규

칙제정과정(rulemaking)에 한 다양한 차  규율을 마련해 두었는데, 국제기

의 수용은 행정입법 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온 공 의 참가를 배제하는 결과

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단 으로 행정이 입법내용을 고지하고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행정입법 차에서 공 참가의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 특히 환경보호나 노동안

기 에 한 공 의 차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행정 차 규정의 핵심 인 내용

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행정입법의 차  보장을 

통해 규제기 의 주민수용성을 강화하고, 그 과정의 透明性과 責任性을 보장해왔

던 것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이 

과소반 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국제 상 자체가 국내 인 이익배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잘 보여 다. 국제사회에 참여한 자국 표의 역할이 공시되

지 않을 때 사후에 의견표명을 하기 어렵다는 , 국제단 에서 벌어지는 상의 

내용에 투명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 그 결과 공  책임 소재 악이 불분명

82) 식품규격 원회에서 각국은 각 한표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련거 기업은 표결권

은 없지만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한을 가짐으로써 ( 원회 규칙 제7조 제1항 2
문) 막강한 향력을 행사한다.

83) Sidney A. Shapiro,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Regulatory Protection, and Public 
Accountability,” Administrative Law Review 54:1 (2002), 43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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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다는 은 차에 참여할 형식  권리의 배제를 넘어 규율내용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에 의한 행정입법의 가능

성(Negotiated Rulemaking Act)이 쇄된다는  역시 규제수 에 한 합리 인 

조정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에서 규율 기 의 내용에 한 비 으로 연결된

다.84) 공  건강, 작업장 안 , 환경보호 등의 기 을 설정할 때 계당사자들의 

사  상을 매개시킴으로써 보다 실성 있는 규제 수 을 추구해 왔던 차가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민주주의  측면

통 인 의미에서 볼 때 행정의 법치  구속이 느슨해진다면 법률에 의한 행

정의 구속만으로 행정의 민주주의  통제가 충분히 실 될 수 없다. 국가가 세계

화 상에 충실히 따를수록 국가 내에서 민주주의 인 결함이 강화되는 딜 마

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85)

우선 이에 해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지

평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시민참여에 

한 민주주의  요구는 세계화된 방법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주의  세계화에 반 하여, 국제기구와 지구  단 의 비정부시민단체(NGO)

들이 참여한 지구  시민참여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으며86) 이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그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시민참여의 활성화는 

사 규범의 제정 과정에서 透明性을 강화시켜  것이며, 새로운 민주주의  실

험에서 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통 인 표민주주의  헌법 이해 하에서 평가할 때 시민참여의 기

능은 행정감시와 정보제공, 차참여  행정과의 커뮤니 이션 향상에 기여하는 

데 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그 스스로 민주  정당성의 결여를 체할 수는 

없다.87) 따라서 이 문제는 로벌 거버 스의 문제로서 앞으로 행정조직법 차원

84) Sidney A. Shapiro, “ 의 ”, 440-442면.
85) Ruffert, Die Globalisierung als Herausforderung an das Öffentliche Recht, 2004, 64면 

이하.
86) Otfried Höffe, Demokratie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München 1999. 회페는 

로벌사회에서의 정의 문제(Globale Gerechtigkeit)로서 사회 기  하락의 방지를 들고, 
이를테면 사회  기 을 최 한으로 담보한 조건 하에서의 자유무역지 를 설립하면 

어떻겠냐고 한다. 40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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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정활동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체들을 연구함으로써88) 심층 으로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89)

Ⅴ.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행정은 여 히 

국가 내에서의 공익실 을 해 경제활동을 조율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이러한 

재량권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규범의 제정에 참여하고 국제 력의 당

사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범 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경제행정의 활동이 ‘국

가경쟁력’ 담론을 통해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활동의 공익성은 

민주 ․기능  정당성을 확보할 때 인정된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그 헌법  보

장을 한 테두리로서 개입할 수 있다.

(2) WTO 정은 헌법 제6조 제1항상의 국제조약으로서 국가간의 계에 한 

구속력있는 국제조약이고 행정부의 행 규범이지만, 동 정을 국내 법원에는 직

용할 수는 없다. 이는 비교법 으로 볼 때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북 식

조례에 한 결에서 법원은 WTO 정 합치여부를 조례무효확인의 근거로 삼

지 말고, 조례의 련 법령인 학교 식법  동 시행령에 비추어 그에 ‘ 반되지 

않는 범 ’ 내에서 제정되었는지를 단했어야 했다. 여타 지역 식조례안의 경

우 조례의 내용이 학교 식법  시행령의 규정이 학교 식에 해 통일 인 규

율을 의도하고 있지 않고, 학교 식법  시행령의 명문 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기본권 보호와 지방자치의 제도  보장을 고양하는 의미를 인정할 수 있다면 ‘법

87) H. Bauer, “ 의 논문”, 2002, 79면.
88) 그와 련 이른바 로벌 거버 스(Global Governance)에 한 이론  논의는 앞으로

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의 것으로 G. F. Schuppert (Hrsg.), Governance- 
Forschung: Vergewisserung über Stand und Entwicklungslinien, 2005,; D. Held (ed.), 
Governance and public accountability, 2005.

89) 가령 다양한 회의체를 국제 으로 구성하고 그것에 조언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주  정당성의 고리를 이어나가려는 방법들이 제시된다. 즉 회의체에 WTO 회원국

의 의회가 각각 표자를 견하고 WTO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정을 각국의 의회 결정에 결부시키는 방법이다. H. Bauer, “ 의 ” 77면 이하. 유

럽공동체 내에서도 유럽의회의 역할을 자문  기구에서 의사결정기구로 강화시켜 나

가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흠결에 한 보완과정으로서 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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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범 ’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WTO 정이 국내법원에서 직  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의 내용

은 경제행정 역에 인정되는 재량의 법 여부를 심사하는 간  척도가 될 

수 있다. 특히 WTO 정과 직 인 사안  련성을 가지는 세법 등에 한 

사법심사에서 정의 내용은 법률의 요건해석에 지침을 제시해  수 있다.

(4)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행정작용을 의회에 의한 법률에 의해 구속하는 원칙

이 불가피한 변형을 겪고 있다. 행정입법의 구체 인 기 을 국제조약  행정의 

국제 력 활동에 임하거나, 나아가 사 인 국제조직의 규정에 법규성을 인정하

는 일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상은 국제 력의 필요성과 기능수행의 효율성

이라는 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여기서도 행정의 법치주의 이고 민주주의

인 구속이 포기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국제기 은 그것이 조약의 형식으로 제정

되는 것이 아닌 한 민주  정당성을 인정할 근거가 확보되어 있고 기 정립의 

투명성이 보장되며, 국내 행정 차를 완 히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정될 때

에 그 규범성을 인정해야 한다.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  용에 소극 인 태도를 보이는 헌법재 소와 법

원의 기존 례에 비추어 이례 이라 할 수 있는 한 법원 결의 WTO 규범 

용은 세계화 과정에서 정치공동체로서 국가의 기능이 편향 으로 형성되어 갈 

가능성을 드러내 보여 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는 경제행정의 세계화뿐

만 아니라 인권의 세계화, 환경보호의 세계화,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세계화, 문화

 가치를 존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계화와 함께 실 될 때에만 가치가 있

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의 세계화가 실 되기까지 가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場으로서 국민국가와 그 행정은 여 한 의의를 가지며, 뒤집어서 그러한 균형

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 국민국가는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

민국가의 강조가 밖으로 국제 력의 배제와 안으로 지방자치의 왜소화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국민국가는 정당성을 기반으로 로벌 거버 스 하에

서 국제 력을 계속해야 하고, 지방자치는 자율성을 인정받음으로써 획일화에의 

경향을 제어할 수 있다. 인권, 경제  풍요, 환경 등 인류  가치 어느 것 하나 

이 다층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서 실 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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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obalization of National Economic Regulation

― WTO-Norm as criterion in the Control of Bureaucracy? ―

90)

Tae-Ho Kim
*

In our age of globalizatio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exercises 

extensive powers over national economic regulation policy, both implicitly and 

explicitly. However, there have been few legal analyses of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its harmonization process in Korea. This article analyses the 

legitimacy issues from the viewpoint of the ‘rule of law’(Rechtsstaat) 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and 

reviews the compatibility of WTO-order with the national public interest related 

to economic regulation.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a ruling repealing the Junlabuk-do 

provincial assembly's ordinance, which sanctioned the preferential use of domestic 

products in school cafeterias. This ruling is used in this article as a case study 

to show how far WTO-norm can influence national regulation decision and how 

the compliance with the WTO-norm could be misconstrued in several respects. 

The court stated that the ordinance violated the governing principle of the GATT 

1994 Article III (national treatment), but the court did not explain whether and 

how it permitted the judicial enforceability of WTO agreements in the national 

order. This article criticizes the court’s decision, because it did not consider the 

nature of the WTO-norm in relation to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the 

attitude of the Korean Congress, which did not declare that the WTO-norm was 

directly applicable to the country.

It cannot be denied, on the other han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keep 

* Ph.D. Candidate, Faculty of Law, Hambur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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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e with the new developments in global economic regulation and the courts 

must also maintain the principle of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law. 

Globalization by WTO-norm could even provide the impetus for domestic 

adop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Nevertheless, globalization must not hinder 

the national government promoting public interest through the social regulation, 

especially because WTO does not yet possess sufficient legitimacy to take the 

place of the national democracy rule. Thus, the aspect of legal research about 

‘Global governance’, such as building up legitimization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norm and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has to 

be considered as we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