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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세계화가 진 되면서 세의 요성은 낮아지고 그 신 생․

검역, 표시제, 표 화 등의 비 세조치의 요성이 차 부각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에 한 연구가 여태까지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비 세조

치에 한 국내 정책입안가와 학계의 심을 제고하고, 이에 한 연구를 

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출발하 다. 

   국가가 발 하면서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기 해 우리나라도 비

세조치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  우리가 WTO의 SPS 원회와 TBT 원

회에 통보한 비 세조치에 해 다른 나라로부터 무역 련 이의제기를 많

이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여 앞으로 비 세조치 도입시 

유의해야 할 시사 을 찾는다는 것은 시의 으로 한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식품분야 비 세조치 에서 요한 의미

가 있는 GM 표시제, 감귤 미 수출 재개, 쇠고기의 음식  원산지 표시

제, 그리고 지역화 인정 등 4가지 사례에 한 기 인 경제  평가를 시

도하 다. 분석 상 비 세조치 사례들이 시행기간이 짧거나 아직 시행되

기 이어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부분을 가정에 의존해서 

분석하 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다양한 사례에 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규제로 인한 비용

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러한 검토는 잘 이루어지

지 않았다. 여기서 제시된 분석방법을 토 로 향후 다양한 비 세조치에 

한 경제  분석이 활발하게 시도된다면 비 세조치 도입시 유용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0. 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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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TA, DDA 등의 무역자유화 상이 진 되어 세가 반 으로 낮아

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생․검역, 라벨링, 표 화 등의 비 세조치

(NTM: Non-Tariff Measures)가 무역에 미치는 향은 차 커지고 있다. 

비 세 조치에 해서는 WTO의 SPS 원회, TBT 원회, 무역정책검토

기구 등에서 아주 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한 

심도 낮고 련 연구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NTM에 

한 이론 인 고찰과 국내외 연구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식품분야의 

NTM에 한 소개와 아울러 표 인 4개 NTM에 한 경제  분석을 시

도하 다. 

  NTM은 상품에 한 국제 무역의 수량이나 가격,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잠재 으로 경제  향을 래할 수 있는 세 이외의 정책조치라고 규정

할 수 있다. 비 세조치의 효과를 경제 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많으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NTM에 한 통 인 연구경향은 NTM이 

무역을 해하는 측면에 심을 두고 세상당치를 계산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NTM이 오히려 무역을 증 하고 후생효과를 높일 수

도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NTM 효과를 정량화하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한 사례별로 다양하며, 이 연구에서는 이들 방법을 분류

하여 소개하 다.

  WTO 정에서는 회원국들이 각종 원회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상세

하게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분야는 SPS와 TBT 정과 한 계에 있

는데, 자기나라의 생 는 식물 생 조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SPS 

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한 새로운 기술규정의 도입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한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과 용될 

상품을 TBT 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5년 이후 SPS 원회에 통보한 건수는 171건이다. SPS 

원회에서 우리나라가 특정무역 안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내역은 유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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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문제, 냉동닭고기 수입 지 조치, 쇠고기 수입제한, LMO의 국경이동 통

보, 지역주의 용문제 등이 있다.

  2005년 이후 2010년 1월까지 우리나라가 TBT 원회에 통보한 내용 

에 농식품과 련된 건수는 58건이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NTM에 

해 특정무역 안을 제기한 건은 18건이며, 이  농식품 련건수는 5건

(수입과일에 한 원산지 표시, 식품라벨링 기  개정, 유기가공식품 인증 

등)이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비 세조치를 비교해 본 결과 시사 으로는 비

세조치를 WTO에 통보 시 NTM 조치의 용 상이 되는 HS 련번호

를 제시( 컨  축산물이라고 표기할 것이 아니라 HS 0402 등으로 표기)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SPS와 TBT 원회를 공세 으로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다. 

  우리나라의 NTM 통보사례를 통해 본 시사 으로는 첫째, NTM 통보는 사

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NTM 도입 

시 국제 기 과의 조화 여부에 해서도 사 에 면 히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셋째, NTM 도입 시에는 사 에 향분석을 거쳐야 하며 험평가, 국

제 규정 검토, 비용/편익분석 등이 철 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련 비 세조치 에서 표성이 있

고,  최근의 국제  추세와 련하여 요하다고 단되는 사례 4개를 

선정하여 경제  효과를 분석하 다. 4가지 NTM 사례에 한 실증분석에

서는 부분의 NTM 사례가 시행기간이 짧거나 아직 시행되기 이어서 

자료 수집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부분 가정에 의존해서 분석할 수밖

에 없었다. 분석방법은 주로 시뮬 이션을 통해 편익을 추정하 고, 비용

부분은 장 조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행연구 결과를 소개

하거나 생략하 다. 

1) GM 식품의 표시제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하 다. 두를 상

으로 분석한 결과 GM 표시제에서는 기존 시장의 Non GM 식품의 

상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이 때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후생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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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시뮬 이션 결

과 실 으로 GM 식품의 가격이 Non GM 식품의 가격보다 히 

낮기 때문에 부분 사례의 후생은 표시제를 하는 경우가 더 높다. 

2) 감귤 미 수출재개의 효과를 분석하 다.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 

미국에 감귤을 수출하 으나 수출화물에서 감귤궤양병이 발견되어 

지 까지 수출이 지되었다. 그런데 최근 한-미 검역 회의에서 다

시 수출을 재개하도록 의됨에 따라 2010년 말부터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상된다. 미 감귤 수출이 재개되면 해외에서 추가수요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는 감귤 값이 상승되어 생산이 늘어나므로 생산자 

잉여는 54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음식  원산지표시제 효과를 분석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

월부터 300m2 이상 규모의 일반 음식 에서 구이용 쇠고기를 매할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 고, 2008년 7월 8일부터는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조리하여 매․제공하는 경우, 모

든 일반음식 과 휴게음식 , 집단 식소 등에서 원산지를 의무 으

로 표시하도록 확  개정하 다. 여기에서는 음식  원산지표시제 시

행에 따른 효과를 비교정태학  분석 모형을 통해 계측하 다. 분석

결과 제도 시행으로 한우고기 매액은 12.4% 증가, 육우고기 매

액은 18.5% 감소, 수입쇠고기 매액은 20.8% 감소한 것으로 계측되

었다. 

4) 지역화를 인정할 경우의 라질산 쇠고기 수입효과를 분석하 다. 지

역화는 WTO의 SPS 정의 원칙  하나로서 병․해충이 발생하는 

국가라도 비발생 상태가 유지되는 지역이 존재한다면 동 지역으로부

터는 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라질은 구제역 발생 국

가이지만 산타카타리나주가 OIE로부터 구제역 방 종 미실시 청

정지역 인증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수출하고자 

한국 정부에 수입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지역화가 인정될 경우 세

계시장은 수출국  지역화 인정지역의 수출 재개로 공 량이 증가

하면서 시장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분석 결과 수입쇠고기 가격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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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한다면,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한우고기 균형물량은 0.9% 감

소하고 균형가격은 1.8%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아쉬운 것은 여기서 선정된 사례 하나하나가 독립 인 연구

주제가 될 정도로 요하고 가치가 있는 사례이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자료

의 제약상 각 사례의 배경설명과 기 인 경제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

었다는 이다. 향후 여기서 제시된 분석방법을 토 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NTM 사례에 한 보다 정교한 경제  분석이 활발하게 시도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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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 Analysis of the Non Tariff Measures of 
Agri-Food Products in Korea

     As tariffs are reduced in the process of global trade liberalization, 
non-tariff measures(NTM) are widely believed to assume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trade in agri-food products. 
Tariffs and other trade policy instruments have been disciplined during 
rounds of trade negotiations under the GATT and WTO, but the sig-
nificance and the economic impact of NTM is known relatively less than 
tariffs and quota.
     This study aims first at investigating the significance of NTM and 
introduce the previous studies abroad relating to MTMs in ari-food 
products. Secondly,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NTMs of major countries 
notified to WTO/SPS and TBT Committee. Especially, specific trade con-
cerns(STC) raised in SPS and TBT Committee will be analysed in detail 
to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NTM for Korean policy makers. Finally, 
this study concentrates on estimates of economic effects of NTMs in 
Korea. 
     Korea has notified frequently SPS and TBT measures to WTO rele-
vant Committees and lots of STC are raised against the notification. In this 
regard, Korea learned to pay more attention to design NTMs in confirmity 
with international rules and shall notify the NTMs in advance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conflicts with other WTO member countries. 
     4 cases are selected for quantifying the economic impacts of various 
types of NTM. Those are GM labelling, resumption of citrus export to 
U.S., COOL for beef and accepting regionalization of Brazil beef to 
Korean market. Cost-Benefit Analysis is used as a quantification method. 
Most cases show positive welfare changes to Korea as a whole but the size 
of the benefits varies depending upon the parameters us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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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The quantification of NTM effects are difficult to estimate be-
cause most NTMs have relatively short history of implementation and it 
becomes more difficult if the analysis aims to compare the alternative op-
tions of NTMs not implemented yet. The analysis here used strong as-
sumptions for various parameters for the estimation. Thus, the results needs 
precautious interpretation if applied to the political decision. 

Researchers: JooHo Song, MeeBok Kim, SangGon Jun, DaeHee Jung  and 
JungMin Lim

E-mail address: jhs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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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세계 으로 FTA, DDA 등의 진 으로 인해 세가 반 으로 낮아지

고 있으며, 각국의 생․검역, 표시제(labelling), 표 화(standards) 등의 

비 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가 무역에 미치는 향은 차 커

지고 있다. NTM은 범 하고 다양한 개념으로서 “상품에 한 국제무역

의 수량이나 가격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잠재 으로 경제  향을 래할 

수 있는 세 이외의 정책조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OECD 2009). 따라서 

NTM은 기본 으로 무역에 향을 주는 각국의 조치 가운데 세조치를 

제외한 잔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 으로는 비 세장벽(Non-Tariff Barrier)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Baldwin(1970)은 비 세장벽을 ‘비 세 교역왜곡(Non-tariff Trade 

distortion)이라 표 하고, 국제 간에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 는 이들 

재화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여 세계의 잠재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정부 는 민간에 의한 일체의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WTO나 UNCTA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비 세조치’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장벽’  ‘왜곡’이라는 용어와 련한 단기

의 문제를 회피하기 해서라고 추측된다.

  비 세조치에 해서는 WTO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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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TBT(Trade Barrier to Trade) 원회,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등에서 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한 심도 낮고 련 연구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OECD, WTO,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해외 에서는 비 세조치의 효과를 정량

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

세조치의 황 악조차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농식품분야 

비 세조치의 무역  후생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은 거의 없는 형편

이다.

  그동안 세 인하에 한 향분석이나 TRQ 등의 경제  평가 등에 

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비 세조치에 해서는 최근에야 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2007년부터 OECD 등에서도 집 으로 다루고 있다. 오랫

동안 NTM이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무역량을 감소시키는 부정  효과가 있

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으나, 상품의 특징별로 차별화된 수요가 존재하면 

무역을 진시키고 국가 후생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 부각되면서 최근

에는 NTM에 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와 WTO는 공동으로 무역에 향을 미치는 인간, 동식물 등의 건

강보호 목 의 비 세조치에 해 국가별･품목별 사례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해서는 자료부족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어 국내사례

에 한 분석은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비 세조치에 한 분

석은 주로 가격과 무역량에 직  향을 미치는 TRQ의 효과, 수입 리 개

선방안 등에 해 주로 다루었으며(서진교 등 2004, 임정빈 등 2007), SPS 

나 TBT 련 비 세조치의 경제  향에 한 분석은 거의 없다.

  따라서 비 세조치에 한 이론  배경과 WTO나 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 에서의 비 세조치에 한 논의동향을 체계 으로 악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하는 비 세조치의 내용과 그에 

한 각국의 심 사항을 살펴보고, 주요 비 세조치 사례별로 경제  

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국내에서도 비 세조치에 한 심을 높이고 이에 

한 연구를 확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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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과 범

2.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 은 첫째, 비 세조치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해 비 세

조치에 한 이론  근거를 살펴보며, 둘째, WTO 통보 사례를 심으로 

국내외 비 세조치 사례를 악하고 우리나라의 비 세조치 통보사례에 

한 다른 나라의 무역 련 우려제기 사항을 분석한다. 셋째, 비 세조치

의 효과를 분석하기 한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정리하고, 국내 비 세조치

를 상으로 일부 사례를 선정하여 경제  평가를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비 세조치 도입 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2.2 연구범위

  이 연구에서는 비 세조치  농식품과 연 된 조치에 한정하고, WTO

의 SPS, TBT 련 내역 주로 검토하되, 인간, 동물, 식물의 생  건

강에 련된 조치에 국한하고, 환경, 노동, 투자 등과 련된 비 세조치나 

TRQ 분석 등은 제외한다. 한 통보되는 비 세조치의 WTO 규정 합치성

에 한 단은 제외하고 경제  분석에 을 맞춘다.

  국내 NTM 사례에 한 경제  평가는 식품, 동물, 식물 생 련 분야

별로 자료 획득이 가능한 사례를 심으로 4개 정도의 사례에 해 검토하

되, 국내 사례는 지불의사추정(WTP)이나 비용 등의 직 추산은 하지 않

고, 유사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라미터를 최 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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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비 세조치에 한 이론  고찰을 해 비 세조치의 개

념  분류방법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회  심(societal 

concern)에 한 해결방안으로서의 비 세조치 도입배경을 살펴본다.

  비 세조치의 경제  분석에 한 방법론  통계자료 검토를 해 학

술논문 등 선행연구에서의 비 세조치 사례별 분석방법  효과를 악하

고, 비 세조치와 무역과의 계에 한 외국의 통계자료(TRAINS at 

World Bank, Donnely-Mnanifold database at ITC)를 검토한다. 

UNCTAD(UN무역개발 원회)에서는 TRAINS(Trade Analysis and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해서 SPS와 TBT에 통보되는 비 세조치의 

상품목별 무역자료를 시계열별로 발표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비 세조치 황을 악하고자 한다. WTO의 SPS, TBT 

원회 등에 통보된 비 세조치 사례를 악하는 한편, SPS, TBT 원회에 

통보된 주요국별 비 세조치에 한 특정무역 안(specific trade concern) 

제기 사례를 분석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비 세 조치 황을 악한다. 

구체 으로는 우리나라가 WTO의 SPS, TBT 원회에 통보한 사례를 분

석하고, 우리나라 비 세조치에 한 외국의 무역 련 이의제기 사례를 분

석한다. 

  우리나라 비 세조치의 경제  평가를 해 국내 비 세조치  분야(식

품안 , 동물, 식물 생 등)별로 1~2개씩 사례를 선정하고 사례별로 정

방법을 이용한 경제  평가를 실시한다. 비 세조치 도입 후의 무역량, 

국내가격 변화 등을 비교하여 생산자, 소비자 등의 후생변화를 추산한다. 

  마지막으로 요약  향후 비 세조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

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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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해외 이나 WTO, OECD 등 국제기구의 비 세조치

련 논의내용에 한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황을 악

하 다. 한 무역과 비 세조치 자료에 한 국내외 통계자료(WTO의 

SPS 원회, COMTRADE, UNCTAD/TRAINS 등)를 인터넷 등을 통해 수

집하고 정성 ･정량  향분석에 한 연구결과 등을 정리하 다. 한편, 

WTO의 SPS 원회, OECD 등의 논의에 참여하여 국제 논의동향을 악

하 고, 국내에서도 장방문을 통해 정책집행자와 공항과 항만의 통 담

당자 등 장에서의 경험을 청취 조사하 다. 아울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SPS 련 학자 등 문가를 상으로 토론회  자문회

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조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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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는 비 세조치(NTM)에 한 정의와 분류방법, 비 세조치가 

도입되는 이론  배경, 도입시 내외 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 고려해

야 할 기본 원칙을 살펴본다. 아울러 비 세조치의 효과를 계측하기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1. 비 세조치의 정의와 분류

1.1.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의 정의 및 관련 규정

  NTM은 다양하고 범 한 개념이다. 무역에 한 국가 간 분쟁을 방지

할 목 으로 여러 국제기구(WTO, OECD, FAO, IMF, World Bank 등)가 

참여하여 구성한 MAST(Multi-Agency Support Team)에서는 “NTM은 상

품에 한 국제 무역의 수량이나 가격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잠재 으로 경

제  향을 래할 수 있는 세 이외의 정책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OECD 2009). 따라서 NTM은 기본 으로 무역에 향을 미치는 각국의 

조치 가운데 세조치를 제외한 잔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NTB(Non-Tariff Barrier: 비 세장벽)는 NTM 에서 무역에 악 향을 주

는 의도 인 조치를 의미한다는 에서 NTM과 구별할 수 있다.

  NTM은 매우 다양하여 WTO의 부분 정과 련되며, 특히 상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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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다자 간 정1 가운데 련되는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다.

- 무역에 한 기술장벽에 한 정(TBT 정)

- 생  식물 생조치에 한 정(SPS 정)

- 선  검사에 한 정(Preshipment Inspection)

- 원산지 규정에 한 정(Rules of Origin) 

- 수입허가 차에 한 정(Import Licensing Procedures)

- GATT20조(일반  외: 공 도덕 보호조치, 인간  동식물의 건강보

호조치, 유한천연자원 보존 조치, 공 부족산품의 획득 등).

  농식품분야에서의 NTM은 주로 환경의 보호나 인간의 안 , 동식물의 

건강과 련된 규정이나 제도가 해당된다.

1.2 NTM의 분류

  NTM을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Deardoff and Stern(1997)

은 NTM을 크게 5가지로 나 고 있다. 

1) 수량제한과 유사 제한(수입쿼터, 수출제한, 라이선스, 환율  재정통

제 등) 

2) 세 이외 수입부과   유사정책(가변부과 , 사 거치 , 반덤핑

부과  등)

3) 무역에 한 정부 여  무역규제조치(보조 , 정부조달, 국 무역 등)

4) 통 차  행정  차(수입 액평가, 통 상품분류 등)

5) 무역에 한 기술장벽(건강  생규정과 품질 기 , 안   산업

표 , 포장  라벨링 규정 등)이다.

1
 WTO 정에는 상품무역에 한 다자 간 정 이외에도 서비스무역에 한 일

반 정, 무역 련 지 재산권에 한 정 등도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상품무

역에 한 정을 상으로 함.



비 세조치에 한 이론  고찰 9

  MAST(Multi-Agency Support Team)에서는 NTM을 10가지로 분류한다.

1) 생  식물 생조치 

2) 기술장벽(TBT조치)

3) 기타 기술  조치 

4) 가격통제조치

5) 수량통제조치

6) 세조치

7) 재정조치

8) 반경쟁조치

9) 수출 련조치

10) 유통제한 등이며, 아울러 카테고리별로 다시 세분류하고 있다(TAD/ 

TC/CA/WP(2008)3 FINAL (2009. 11).

  UNCTAD(UN무역개발 원회)에서는 무역 련 조치를 <그림 2-1>과 같

이 나 고 있다. 이 밖에 USITC(미국국제무역 원회)에서는 NTM을 크게 

8가지(반경쟁 행, 부패, 통 차, 정부조달, 수입허가제, 생  식물

생조치, 표 , 인증  라벨링, 국 무역 등)로 나 고 있다. WTO의 SPS 

원회에서는 무역과 련된 NTM을 식품안 , 동물건강, 식물방역, 기타

로 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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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UNCDAD의 비 세조치 분류체계(2008)

출처: Kuwahara(2009)

수입조치

(Import

Measures)

기술조치

(Technical 

Measures)

A. 동식물 검역(SPS)

B. 무역상 기술장벽(TBT)

O. 원산지규정

D. 가격제한조치(SG)

E. 수입허가, 쿼터, 수입 지  기타
수량제한 조치

F. 요 , 세   기타 유사 세조치 

G. 융조치

H. 불공정조치

I.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J. 유통제한

K. 사후 매서비스 제한

L. 보조 (수출보조 제외)

M. 정부조달 제한

N. 지 재산권

C. 선   검사와 다른 차들

비기술조치

(Non-Technic

al Measures)

수출조치
(Export 

Measures)

P. 수출 련 조치(수출제한 등)



비 세조치에 한 이론  고찰 11

2. 비 세조치의 이론  근거

  국가(정부)의 역할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시장기능으로는 해결하

기 어려운 경우에, 즉 시장이 실패하거나 혹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사회  우려를 해소할 목 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교정하는 것이다. 

이때 국가별 처방법은 동일하지 않으며, 특히 이러한 조치에 의해 향

을 받는 상품이 국가 간 무역의 상인 경우에는 각국의 정책이 무역정책

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 국제 기 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쟁 이 되고 있다.

2.1. 시장의 실패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externalities), 공공재

(public goods), 비 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등으로 인하여 시

장기구가 최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조순, 정운찬, 

1993). 생산 과정 에 공해를 일으키는 상품은 생산·소비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부의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상품의 생산 방법에 심

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컨  어떤 조건하에서 생산된 고

기를 소비할 것인지가 소비자들의 후생에 향을 미치게 되며, 이 경우 동

물 복지(animal welfare)의 도입 여부가 요한 정책  선택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편익을 얻지만 그 반 로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의 비용은 감수하고 있는 것이며,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란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이며, 

컨  새로운 생산공정방법(PPM: Production Process Methods)이 시장에 

도입되기 에 그 안 성( 컨  성장호르몬 사용, GMO 등)에 해 소비

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사회  우려(societal concerns)가 생기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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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 시장이 실패하거나 혹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비효율 인 결

과가 도출되는 경우 이를 교정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때 새로운 조치

를 도입할 때의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새로운 조치는 도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2.2. 사회적 우려의 증가에 대한 대처

  최근 들어와 환경 오염의 증가, 교역확 에 따른 동식물 질병의  가

능성 확 , 새로운 기술의 개발(생물공학, 정보기술 등) 등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식품안  등에 한 소비자나 사회의 우려(societal concerns)가 증

되고 있다.

  농업과 련된 사회  우려는 유형별로 <표 2-1>과 같이 분류할 수 있

다. 외부효과 등 비상품산출물(Non-Commodity outputs)로 인한 사회  우

려, 새로운 기술과 생산공정기법(PPM: Production Process Methods)에 의

한 사회  우려, 정보의 비 칭으로 인한 우려, 국경을 월한 사회  우

려, 기타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OECD 2007). 

  이러한 사회  우려를 해결하기 해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데 국가의 조치가 무역정책의 범주가 되는 경우와 한 잠재 인 무역마찰

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비 세조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

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인 정책·제도로서 국제 인 심은 을 것이다.  

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한 정부의 조치가 NTM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림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  사회  우려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해 특정한 조치가 필요한지 혹은 일반 인 조치로 해결되는지 

여부를 구별하고, 특정 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시장기능으로 해결이 

된다면 시장에 맡기되 시장해법이 불만족스러우면 정부의 규제가 신설되

게 된다. 이때 정부의 조치에 의해 향을 받는 상품이 국제 으로 무역의 

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우선 국내산과 수입산이 동일한 규정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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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지를 살펴야 하고(내국민 우 규정), 국제기 과 조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이때 국제기 과 다르다면 국가 간에 상호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재 인 분쟁가능 NTM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1.  농업과 련된 사회  우려의 분류

분류 사례

1. 비상품 산출물(Non-Commodity outputs)

정  외부효과 생물다양성의 확 , 수질개선, 홍수통제, 지속성 등

공공재의 공  경 , 농 고용, 식량안보 등

부정  외부효과 토양침식, 수질 악화, 염화 등

2. 새로운 기술과 PPMs

새로운 기술: 생물공학, 녹색공학, 나노기술 등

산출물과 련된 PPM: 농약잔류물, 생산자본과 투입

의 선택(유기, GMO 등)

산출물과 련 없는 PPM: 노동력의 유형(아동, 죄수 등),

노동력의 조건(온실 농, 고 험 화학물질 취 ), 

생산자본과 투입시의 처우(동물복지 등)

3. 정보의 비 칭 혹은 부재

상품 자체 알 르기항원물질, 병원균의 추

상품 련 PPM 농약잔류물, 항생제 잔류, 수확방법의 선택 등

상품과 무 한 PPM
동물복지, 동물부당 우, 도축장 이동문제, food 

mile 등

상품과 무 한 사항 생산의 지속성, 부정  외부효과의 억제 등

4. 국경을 월하는 우려 
사용가치와 련 없는 경우: 로벌 환경문제

사용가치와 련된 경우: 노동기 , PPMs, 공정한 무역

5. 기타

산업조직 련 우려
집 화문제, 공 체인의 독 화, 계약, 소농  

규모 기업농, 마  워, 경쟁 등

농업에서 비롯되지는 

않지만 생산에 한 

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에서 이미 박멸되었을 수도 있는 고 험 동물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의 재도입

자료: OECD 2007, COM/AGR/TD/WP(2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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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사회  우려에 한 조치와 무역정책과의 계 

사회적 우려, 문제의 인식

사회적 우려를 해소할 특정조치일반 정책

- 연구 / 개발

- 교육, 설득

- 검사

- 공공재고

- …

시장실패에 대한 시장해법이 

만족스러운가?

정부 조치 불필요

영향을 받는 산품이

무역 가능한가?

국내 문제

정부 조치(규정)

수입품에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나?

분쟁가능성

- 외국생산자의 차별에 

대한 불평 제기 가능성

국내 생산자

불평 제기 

가능성

규정이 국제기준과 

조화되는가?

국가간에 상호 인정 

협정이 발효되고 

있나?

무역분쟁 없음

-국제적 권고 준수

무역분쟁 없음

-국가간 차이 인정

잠재적인 분쟁 가능
성(NTM사례)

- 수입제한
- 라벨링
- 인증
- 검역
- 규정합치 평가 절

차- …

국내산과 수입품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

YES

NO

YES

YES

YES

YES

YESNO NO

NO

NO

NO

무역정책영역

※ 각 조치가 WTO 등 국
제기준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
되어야 함.

출처: OECD, COM/AGR/TD/WP(2006)56, TAD/TC/CA/WP(2007)2 자료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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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세조치 도입 시 기본 원칙

3.1. SPS와 TBT 위원회에서의 NTM 도입 기본원칙 

  NTM 특히, SPS와 TBT에 련된 NTM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들은 SPS와 TBT 정문에 기술되어 있다.

  SPS 정문에는 SPS 조치들은 국제 기 과의 조화, 다른 회원국에 한 

동등성 인정, 험평가에 기 , 정보호 수  유지, 부당한 차별 지, 

장된 무역제한 조치의 지, 지역화(regionalization) 인정, 투명성 등을 열

거하고 있으며, 정보호 수 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술   경제 인 

타당성을 고려(5조 6항)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 인 요소로서는 병해충이 

유입, 정착 는 될 경우 생산  매에 미치는 손실을 기 으로 한 

잠재  피해, 수입국의 토 내에서의 방제  박멸비용, 험을 제한하기 

한 안별 상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5조3항).

  TBT 정문에서도 앙정부기 에 의한 기술규정(강제 )의 비, 채택 

 용 시 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2조)하고 있는데, 차별 지, 필요 이

상의 무역규제 지, 국제표 의 활용, 정당성 유지, 동등성 인정, 합리

인 시간보장, 투명성 등을 언 하고 있다. 표 ( 수를 강제하지 않는 경

우)을 비하고 채택하거나 용할 때는 모범 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하도록 하고 있고(4조), 부속서 3에서는 모범 행규약에 

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기술규정의 비  채택 시 수해야 할 

사항과 유사하되 보다 구체 인 내용(60일 의견 제시기간 허용 등)이 포함

되어 있다. 

  SPS와 TBT 원회에서는 정의 이행을 해 회원국들이 수해야 할 

모범규제 행(GRP: Good Regulatory Practice)을 언 하고 있다. SPS 원

회에서는 GRP를 해 투명성, 동등성, 지역인정, 보호수 의 자의 이고 

부 한 차별 지 등을 해 원회가 발 시킨 가이드라인을 각 회원국

들이 활용한 경험에 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G/SP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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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BT 원회에서도 NTM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래하지 않기 

해서 GRP를 회원국들이 우선 으로 수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GRP의 구체내용으로 사안별 근(Case by case basis), 정 수 의 유지, 

규제 향평가의 필요성, 특히 소비자와 무역  산업에 미치는 향을 포

함한 비용/편익 평가의 요성, 강제  방법의 최소화 등을 언 하고 있다. 

그림 2-3.  GRP의 원리

  

자료: 류경임(2008)

3.2. 국내 NTM 도입 관련 규정

  NTM이란 용어는 기본 으로 무역과 련된 각국의 세 이외의 조치를 

의미하므로 무역과 련이 없는 국내조치, 컨  국내에서 생산된 쇠고기

에 한 이력추 제 도입은 NTM과 직  상 이 없다. 하지만 수입산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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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에도 이력추 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역과 연 이 되며 이 경우는 

NTM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 NTM 도입과 직  련된 법령으로는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

화할 때 용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국가표 제도의 확립에 한 국가표

기본법 등이 있으며 이들 법에서의 제도 도입 시 용되는 차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 식품 생법, 식품안 법, 식물방역법, 식품산업진흥

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많은 법령에서도 무역에 향을 미치는 조항들이 

많고 이들은 NTM과 련된다고 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행정규제에 한 기본 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 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

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 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규제의 신설 는 강화 시 규제 향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때 규

제의 필요성, 실 가능성, 객 성, 명료성, 체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분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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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 향분석  자체심사) 

① 앙행정기 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규제 향분석을 하고 규제 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1. 규제의 신설 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 의 실  가능성

3. 규제 외의 체 수단 존재 여부  기존규제와의 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 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산의 소요

8. 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 차 등의 정 여부

② 앙행정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향분석서를 입법 고 기

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

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앙행정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향분석의 결과를 기 로 

규제의 상·범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하여 자체심사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

여 심사에 반 하여야 한다.

④ 규제 향분석의 방법· 차와 규제 향분석서의 작성지침  공표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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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 기본법에서도 국가 표 제도가 국제표 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고(제20조), 합성평가에 한 상호인정 등 TBT 정의 공정 행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련기 에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가표 기본법

제1조(목 ) 이 법은 국가표 제도의 확립을 한 기본 인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정보화 사회

의 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용범 )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 을 용하

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역에 용한다.

제20조(국가표 체계의 총 리) ① 정부는 산업표 , 정보·통신표 , 

환경기 , 보건  안 기  등이 국제표 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 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 이 있는 경우 가

 이를 반 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 을 제정하 을 때에는 제

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합성평가에 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

인정 력기구 간의 합성평가에 한 상호인정 정 체결을 권장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 은 제1항에서 규정한 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한 기술장벽 정｣과 조화를 이루며 련 국제기 에 

규정된 공정 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련 기 에 권

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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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 세조치 향 분석 방법론

  비 세조치의 효과를 경제 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으며, 에 보이지 않

는 잠재 인 효과를 분석하기 해 다양한 방법이 용되고 있다. NTM에 

한 연구경향은 과거에는 NTM이 무역을 해하는 측면에 심을 두고 

세상당치를 계산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NTM이 오히려 

무역을 증 하고 후생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NTM의 효과를 정량화하려는 시도가 많았고, 학자에 따라 다

양한 분류 방식이 수행되었다(Bora et al. 2002, Henson et al. 2001, OECD 

2007 등).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농식품분야의 NTM에 한 경제  효과 

분석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NTM 효과 계량화

에 한 방법론을 범 하게 소개하고 연구 후반의 사례 분석에서 다양하

게 용해 볼 수 있도록 구체 인 NTM 사례별로 해외의 연구결과도 자세

히 제시한다.

4.1. NTM 효과의 정량화와 측정 방법

  1997년 이래로 비 세조치의 효과를 정량화하기 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 다. 정량화란 교역의 효과가 존재함을 밝히고, 이를 측정하는 것

인데, 비 세조치의 가격효과를 측정하고 후생 효과를 액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상 이지만 실 으로 계측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Deardorff and Stern(1998)은 “Measurement of Nontariff Barriers”를 통

해 NTM 효과 측정의 경제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Brown and 

Stern(2000)은 여러 NTM 에서도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의 NTM을 고찰

하고 그에 따른 경제  효과를 측정하기 한 다양한 정량화 기법을 검토

하 다.

  Laird(1997)는 NTM효과를 분석하기 한 근 방법들에 해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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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을 설명하 는데, 세 동등치(Tariff equivalent), 보조  동등치

(Subsidy equivalent), 교역제한지수(Trade restrictiveness index), 효율  보

호(Effective protection) 등의 계량화 방법을 제안하 다.

  정량화를 한 방법을 통해 NTM의 잠재  효과 특히 이익(Potential 

benefit)에 한 선행 연구들도 최근 진행되었다. Andriamananjara et al. 

(2004)의 추정치에 의하면 앞으로 국제교역을 완 자유화할 경우의 잠재

인 로벌 이익은 US $900억 정도일 것이라 하고, Walkenhorst and 

Yasui(2005)에 의하면 교역을 함에 있어 장애물에 의해 발생되는 거래비용

을 1%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로벌 후생이득은 US $400억이라고 설명한

다. Wilson et al.(2005)에 의하면 NTM인 항만, 세, 규제, 서비스 부문의 

인 라에 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로벌 경제수 으로 볼 때 앙

값(미디언)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발 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은 $3,770억이며 이는 체 교역의 9.7%라고 분석하 다.

  비 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보다 체계 인 근

방법에 한 연구가 최근 OECD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이  가장 보편

인 4가지 구분(OECD, 2007)은 분석 방법의 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

라 분류할 수 있고 다음과 같다.

1) 빈도(Frequency)와 범 (coverage) 지수

  정량화하는 가장 보편 인 방법으로 NTM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를 보

는 것으로 NTM이 용된 빈도수를 나타낸다. 빈도지수 는 다음의 식으

로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는 품목 i의 거래(transaction)이고 D는 더미변수로서 만약 이 

거래에 NTM 용이 1번 이상 되었다면 1, 그 지 않다면 0이 된다. 
는 이 품목의 총 거래 수이다. 따라서 는  해당 국가의 교역에 있어서 

NTM이 용된 거래의 비율을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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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지수(Coverage index)는 특정연도에 수입된 상품  어떤 상품에 

NTM이 주로 용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지수이다. 여기서 V는 세 

라인에 있는  품목 i의 가치를 의미하고, 더미변수 D는 그해에 NTM이 

용이 되었으면 1을 취하고 그 지 않으면 0이다. 따라서 범 지수 는 특

정연도에 자국 혹은 국제수입에 한 NTM의 구조에 가 치를 취한 지수

이다.

 

2) 수량 향 심 측정(Quantity impact measures)

  단순한 빈도수, 총가치 비 비  이외에 더욱 엄 한 방법으로는 가격, 

수량의 변화로서 NTM 효과를 해석하는 것이다. NTM으로 인한 수입 수

요 곡선의 이동으로 새로운 균형  후생은 가격 수요-공  평면에서 결정

될 것이고 이러한 이동으로 인한 수요, 공 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가

격변화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 변화량을 추정하기 

해서 계량 분석 에서는 주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력모형(gravity 

model)이 일반 으로 이용된다.

  력 모형 이외에  다른 방법은 Kee et al.(2009)에 의해 제안된 무역

제한지수 련 분석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수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국가의 규모  국가 간의 물리 인 거리 이외에도 부존자원(토지, 노동, 

자본)과 세, 보조 , 비 세조치의 여부 등과 같은 정책 변수에도 있다고 

보고 각 78개의 국가에 한 세 상당치를 구하 다. 

3) 가격 심 측정(Price comparisons)

  수량의 변화와 비슷하게 NTM의 효과를 가격 측면에서 측정하는 것인

데, 변화된 국내 가격을 정해진 기 가 되는 가격(reference price, base 

price)을 기 으로 기타 변수들(교역, 운송 마진, 세  통 인 무역장

벽)의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순수 가격 효과만을 비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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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효과 심 측정의 한 방법으로 Ferrantino(2006)는 ‘handicraft’ 근 

방법을 제안하 는데 이 방법은 특정 상품을 상으로 공 체인을 따라 가

격의 구성요소를 분해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 은 해당 품목에 해서

는 비 세조치 정책과 해당 시장에 한 좋은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

는 이지만, 반면에 일정 수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품, 산

업, 국가 간의 비교가 어려운 단 이 있다.

  Kee et al.(2006)은 117개 국가의 HS코드로 구분된 상품의 수요탄력성 

비교를 통해 우선 교역량에 한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수요탄력성에 

목시켜 가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 방법은 주로 많은 수의 품목과 

나라를 비교할 때 유용하다.

4) 구조  모형(Structural modelling)

  단순한 수요/공  평면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경제 변수들을 고려한 

방법으로 수리  시뮬 이션(numerical simulation)을 통해 발 되어 왔다. 

4.2. NTM 효과 분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평가 방법

  NTM 효과와 같은 명시 으로 드러나지 않는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몇 가지 일반 인 방법이 있다. 질병 비용(Cost of Illness; COI), 비용·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 CBA), 지불 의향(Willingness to Pay; WTP), 

컨조인트 실험  분석(Conjoint Experiment and Analysis) 네 가지 방법으

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질병 비용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되는 방법이다. 비용 계산에 있어 직 비용과 간 비

용 두 가지 항목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Kuchler and Golan, 

1999). Buzby et al.(1996)은 식품으로 인해 발병된 질병 연구를 통해 직

비용(의사를 만나는 비용, 입원비, 약값 등)이 질병마다 30~50%, 12% 등



비 세조치에 한 이론  고찰24

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밝 내었다. 이러한 직  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질

병의 강도를 계수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ERS(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의 질병 비용 계산은 다음과 같은 심각성 정도를 용하여 계산을 

한다.

표 2-2.  의료비 계산을 한 심각성 기

Severity 1: Cases that do not visit a physician and recover fully. 

Severity 2: Cases that visit a physician and recover fully. 

Severity 3: Cases that are hospitalized and recover fully. 

Severity 4: Cases that visit a physician and/or are hospitalized and die.

자료: ERS, USDA(http://www.ers.usda.gov/data/FoodBorneIllness/)

  질병 비용의 경우 사후 으로 계산되며 실용 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것과 달리 사 으로 효과의 분석을 하기 한 방법으로 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비용·편익 분석(CBA)이다. 비용을 계산하기 해서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카테고리로서 그 분석의 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비용·효과 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하기도 한다.

  Freeman(1993)은 통계 으로 할인율을 용하여 환자의 평생소득이 곧 

비용이 된다고 주장하 다. 한 간 비용을 산출하기 해서 다양한 방법

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이  QALYs(Quality Adjusted Life Years)가 표

이다. QALYs는 일반 으로 의학과 식품 안 과 련된 공공건강 분야

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는데, 건강의 정도가 변함에 따라 각 안별로 어느 

정도 개선된 효과가 있는지 비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크게 삶의 질과 삶의 

기간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 다. 를 들어, 만일 환자 A가 생명에 지장

을 주는 질병에 걸려 있다 가정할 경우 환자 A의 QALYs을 계산해 보면, 

만일 그가 보통의 치료를 받는다면 1년을 더 살 수 있고, 그때의 삶의 질

은 0.4라고 하자. 신약 출시로 인한 새로운 치료를 받는다면 그는 1.2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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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살고 그때의 삶의 질은 0.6이라면 그의 새로운 치료 방법에 의한 

QALYs는 0.35 QALYs2가 된다.

  WTP(Willingness to pay)는 험(hazard)이 존재할 때 어느 정도 보상을 

통해 험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 (ex-ante) 결정 방법

이다. Hammitt(2002)에 의하면 QALYs는 주로 의학, 공공 건강(public 

health) 분야에서 이용되는 반면, WTP 방법은 도시경제, 환경경제학에서 

주로 이용된다고 하 다. WTP를 이용한 실증분석 분야로는 다음과 같다.

① Compensating-wage method

② Contingent valuation survey method 

③ Household production function method

④ Hedonic price model

  NTM 효과 분석에 있어 원론 으로는 2가지 방법(Cost of Illness, WTP) 

모두 사안에 따라 용이 가능하지만, 시장 실패의 원인이 NTM과 련되

어 있다면 비용 편익 분석을 기 로 하고 WTP 측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욱 효율 이다. 동물복지의 문제, 원산지표시, 희귀동물 보호, GM 상품

에 한 비선호 같은 문제들은 NTM과 련한 품질에 한 인식이기 때문

에 이는 단기 인 질병 비용으로 환되어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컨조인트 실험  분석(Conjoint experiment and analysis) 방법은 조사

상 제품의 선호도 등수 자료(Rank Data)나 선호 수를 가지고 제품을 선택

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이 어떠한 것이고, 각각의 

속성 수 (Attribute Value) 에 어떠한 값들을 더 좋아하는지를 알아내고

자 할 때 사용한다. 어떤 제품에 있어서 주요한 속성이 여러 가지 있다고 

가정할 때 이들 속성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즉, 속성 A가 가격(low, medium, high)이고, 속성 B가 라벨(organic if 

70-95%, non-organic if less than 70%)이라면 이 경우 2가지 속성을 조합

2
 새로운 치료방법: 1.25(1년3개월) * 0.6 = 0.75 QALY, 기존의 치료방법: 1(1년) 

* 0.4 = 0.4 Q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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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만들 수 있는 6종류에 해서 이들 모두 혹은 그  일부를 상으

로 사람들에게 제시해 이들의 선호 계를 묻는 것이 컨조인트 실험

(Conjoint experiment)이다. 이 실험을 통해 Sawyer et al.(2008)은 국제 기

의 통합이 기술  무역장벽을 없앰으로써 후생 이득이 있는 것으로 여

겨져 왔지만, 국내 소비자의 선호(preference)와 그 기 이 하게 연

되어 있을 경우 국제기 은 소비자 선호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할 수 있음

을 주장하 다.

4.3. 비용/편익, 비용/효과, 복수기준 분석 방법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SPS 역량 강화에 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량 강화는 자국의 정책 목표와 직  연결되어 농식품 생산물의 

수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비용 발생의 문제가 크

기 때문에 경제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  효과 분석

에 표 인 방법은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이다. 비

용·편익 분석과 비슷한 맥락의 분석으로는 비용·효과 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CEA), 복수기  결정 분석(Multi-Criteria Dicision 

Analysis; MCDA)이 있다. 본 에서는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이용한 비

세 조치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본다.

  CBA, CEA는 사후 비용을 계측하거나 사 으로 상되는 기 효과를 

측정하여 경제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다. MCDA는 다양한 기 을 동시

에 용하는데 각 기 에 우선순 를 매겨서 경제  효과를 분석해 내는 

것이다. 를 들면 수출의 가치, 소규모 생산자들에 미치는 향, 자국의 

공공건강 혹은 농식품 생산성의 발 , 여성·노약자들에 미치는 향 등이 

각 기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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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

  CBA는 비용 비 편익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으로 체 기

간에 걸친 편익의 흐름에서  기간에 걸친 비용의 흐름을 차감한 순이익

을 나타낸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비용 항목으로는 자원비용, 사회  후생

비용, 환비용, 정책비용 등이 있다. 

  실질 으로 소비된 자원 비용은 생산 과정에서 일시 이 아닌 변화로 

인해 발생된 기술  인  자본에 투자된 비용으로 를 들어 GMO 개발

을 한 기술 비용, 인건비 투자 등이 자원 비용에 해당된다. 사회  후생

의 비용은 가격 면에서의 증가 혹은 산출물 측면에서의 감소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뜻한다. 화학 살충제의 엄격한 사용 지로 인해 소비자 가격

이 오름으로써 나타나는 후생의 손실이 증가했을 경우 사회  후생 비용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환비용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정으로 인한 비용

을 말하는데, SPS 강화를 한 투자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감소하거나 

혹은 그로 인해 퇴출되는 기업도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정책 비용은 

모니터링, 행정· 리, 집행 비용이 포함된다. 

  국외에서는 농식품분야의 비 세 조치에 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다. 이

에 OECD에서는 농식품분야 NTM에 한 비용-편익분석의 사례로 4가지

를 선정하여 분석하 다. 4가지 사례는 멸균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 

수입 허용과 행(수입 지)의 후생변화 분석, 새우 수입 시의 항생제 등 

잔류기  설정과 행 규정과의 후생 비교, 화 수입 차의 강화에 따른 

수출국/수입국의 후생 변화 비교, 참치와 정어리에 한 생･ 양 정보 

표기 신설 시 수출입 변화  후생 비교이다. 이들 분석은 엄 한 의미에

서 NTM 도입으로 인한 모든 비용(행정비용, 투자비용 등)과 편익(소비자 

건강증진, 환경증진 등)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례별로 입수 가능

한 라미터를 이용하여 가격과 수량의 변화로 인한 수출입과 후생변화를 

계측하고 있다. 이들 사례분석은 국내의 NTM 분석 사례 선정  연구 방

법 선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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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멸균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 수입 허용과 수입 지

  멸균하지 않은 우유(raw milk)로 만든 치즈는 특별한 맛이 있지만 리스

테리아(Listeria)균의 감염 험이 있다. 따라서 멸균하지 않은 우유(raw 

milk)로 만든 치즈의 수입과 소비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뿐 아니라 공공 건

강의 증진을 한 시스템과 기업 등의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도 비용 부담

이 된다. 한편, 멸균하지 않은 치즈의 수입 지는 이러한 치즈의 특별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크기의 손실이 된다. 시장

에서의 공 이 없으므로 선택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은 그러한 선호체계에 

있는 소비자에게는 비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

될 소지가 은 소비자 그룹에게는 더 크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분석 결과 소비자의 선택제한에서 오는 손실이 건강상의 험 감소보다 

크고, 멸균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시장으로부터 순이득이 추가 으로 

발생된다는 결론을 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에 크게 심을 두지 않는 소

비자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잠재 인 건강상 험과 멸균하지 않은 우유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험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만일 제

품의 질을 유지, 강화하기 한 정부의 정책 비용 혹은 해당 산업이 부담

해야 하는 비용, 를 들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부담은 크게 증가

할 것이다.

  두 번째 결과로는 수입 지를 함으로써 소비자 잉여는 감소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 그룹의 소비자들을 가정하여 소비의 변화를 추정하 는

데, 식품안 과 연계한 건강에 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심은 있지만 

정보가 없는 소비자, 심이 없는 소비자로 그룹을 나 었다. 첫 번째 그룹

의 소비자들은 직 으로 치즈의 소비와 련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인 식

품안 과 연계한 건강에 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게 정보를 제공받

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 그룹은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수입 지 조치 

덕분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득이 생길 것이라 보았다. 멸균하지 않은 우

유로 만든 치즈 소비로 인한 피해 단 와 소비량의 곱이 그 이득이 될 것

이고, 피해 단 는 지불의향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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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만한 세 번째 결과로는 질병으로 인한 개인비용(소득 감소, 물리

, 정신 인 불편함) 같은 지불의향으로 추정되는 비용 이외에 사회  비

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를 들면, 국가의 공공 건강에 한 책임, 기업

의 부담이 되는 근로시간의 감소 등인데 이러한 사회  비용은 수입 지

로 인한 이득이 될 것이다.3 

  OECD(2009) 연구에서는 설립된 모형을 기 로 멸균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의 수입 지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우선 각각의 라

미터를 구하고 계산하 다. 자료를 기반으로 수요탄력성, 체탄력성, 시장

비 , 수입 비 , 평균 가격, 소비자4들의 WTP, 그리고 식품 안 에 해 

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비  등을 계산, 가정하 다. 즉, 시장균형 

모형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 경제  효과뿐 아니라 잠재 인 비용과 효과

를 WTP를 용하여 고려하 다. 

나.  새우 수입시 항생제 잔류  기  상향조정

  연구 배경은 일부 OECD 국가가 기 에 맞지 않는 생산 공정을 거친 새

우의 수입을 지하고 있는 데서 출발한다. 새우 생산 시 태국의 BMP 

(Better Management Practices) 도입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새우 

수출국의 후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4가지 시나리오를 설

3
 멸균되지 않은 우유를 사용한 치즈 연구에서 생산자 측면을 살펴보면, 수출량이 

액 없어지게 되어 손실로 잡히고, 가격이 오름으로써 멸균 우유 치즈로 인한 

이득이 존재함. 따라서 후생은 소비자 잉여의 변화+사회  비용의 감소+생산자, 

유통업자의 이득 변화(해외 생산자들 포함)로 계산됨. 캐나다의 경우 멸균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와 멸균 우유 치즈 두 종류의 상품이 시장에 존재함. 멸

균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의 수입 지(2001년 이 )로 인한 시장 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한 종류의 치즈가 없어짐으로 해서 

체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와 그 종류의 치즈의 소비자가 다른 치즈에 한 수

요로 옮겨 가는 체 효과가 존재함. 
4
 멸균되지 않은 우유 치즈에 한 사례 연구는 리스테리아라는 병원체로 인한 

잠재  질병의 험은 고려하지 않았고, 소비자 그룹  병원체에 노출되는 그

룹을 건강하지 않은 보다 험이 높은 그룹으로 제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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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재의 생산 공정에 변화가 없지만 수입

국의 부분 검사(inspection) 때문에 일부의 오염된 새우가 수입이 되는 것

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재의 생산 공정에 변화가 없고, OECD 국가들 

 일부가 수입 지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산 공정에 BMP를 도입

함으로써 수출이 가능하게 되지만 증가된 생산 비용이 수반된다고 가정하

다. 마지막으로 생산 공정에 BMP를 도입한 후 생산이 질병 항에 강한 

새우 품종으로 집 되는 경우에는 체의 약 80%가 되고 따라서 생산 비

용이 달라지고 수출로 인한 총수익도 달라진다고 하 다.

  분석 결과 동남아시아로부터 EU에 수입되는 새우에 한 항생제 등의 

잔류 기  설정의 상향조정은 결국 수출국에는 이익을, 수입국에는 식품 

안 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 하 다. 이는 몸집이 크고 항생제 사용이 

은 새우에 한 가격 리미엄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항생제를 사용하

고 크기가 작은 새우는 생산에 한 유인이 작기 때문이다.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용하 으며 멸균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의 

경우와 달리 소비자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생산자 측면만 고려하 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 생산자들도 시장 구성원에 포함됨으로써 개선된 공정 과

정에 따른 다양한 비용 스펙트럼이 가능하게 되었다.5

5
 분석결과 OECD 국가들이 BMP를 채택하지 않고 생산된 새우의 수입을 지하

면 BMP를 용하는 것이 생산자에게는 높은 리미엄이 생기고 EU 수입측면

에는 항생제 잔류감소를 통해 이익을  것으로 보았음. 통방법으로 생산된 

새우가 수입검사에서 10% 정도 반송된다고 가정하여도 BMP 용이 유리한 것

으로 분석되었으나, 큰 새우의 가격 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질병에 강한 작은 

새우로 환하는 것은 값 차이가 커서 생산자들이 환할 인센티 가 작은 것

으로 나타남. 하지만 이 결과 역시 여러 가지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생산비

용의 추정 자체가 새우 산업의 구조에 달려 있으며 생산과정 개선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생산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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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 수입 검사 차 강화에 따른 수입국/ 수출국의 경제  

효과

  화의 국제 무역은 2000년  들어 빠르게 늘어 2000년과 2006년 사이

에 57.2%나 증가하 다. 화 수출국은 네덜란드, 콜럼비아, 에콰도르, 

냐, 이스라엘, 태국 순인데, 화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외래 병·해충의 유

입  확산에 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련 NTM 조치가 생기

게 되었는데 SPS, 공정 무역과 근로 기 , 환경 보호와 eco label 등이 그 

일례이다. 공정 무역과 근로 기 , 환경, eco label의 경우 강제 이지 않은 

사  기 (private standard)의 용이 가능하지만 SPS의 경우 의무  규정

이며 경제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6이 있다. 

  효과 분석은 공  측면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유럽의 화 공 자들, 외

국의 수출업자들과 정부, EU의 잠재  손실과 이득을 분석하 다. 분석 방

법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멸균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 새우 양식업)에

서 활용된 CBA와 차별되는 은 외국 생산자들의 공  함수를 이용하

고, 이 함수에는 수입국에서 검사를 받을 확률, 검사를 통과할 확률, 늘어

난 검사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화의 손상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내 

생산자들의 공  곡선은 수입 화가 옮길 수 있는 식물질병에 의한 yield

의 손실이 있을 확률을 포함하도록 확장하 다.

  새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 다. 재와 같은 

상황인 낮은 조사율일 경우, 조사율을 높 지만 화훼 농가의 생산 방식은 

바 지 않는 경우, 조사율을 높이고 검사기간이 길어져 화의 손상률이 

높아지지만 화훼 농가의 생산 방식은 바 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생산 

방식을 EU의 기 에 맞게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용하 다.

  각 시나리오에 따른 생산자(국내, 국외)들의 이익 변화를 강조한 시뮬

6
 2001년 EU의 화의 검사 강화규정과 같은 선진국의 비 세조치는 에콰도르, 

이스라엘, 냐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화 수출에 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 개

발도상국들의 제소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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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결과 EU의 검사 비용의 증가가 EU 화 생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  손실의 감소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강화된 검사는 검사 기간을 늘려서 화의 질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손

실이 발생하고 만약 수출국들이 생산 기 을 조정한다 해도 그로 인한 생

산 비용의 증가는 결과 으로 생산자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어류 에 한 건강 정 보 표 시제의 효과

  어류에 한 건강정보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를 표시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에 큰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

으로 참치는 수은이 검출될 우려가 있어서 상 으로 험한 어종이고 정

어리는 수은 함량이 고 오메가3를 포함하고 있어서 더 건강에 이로운 어

종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랑스에서는 2002

년에 참치통조림 소비량은 63천 톤인 반면, 정어리 통조림 소비량은 11천 

톤에 불과하 다. 랑스 내에서의 참치통조림의 95%, 정어리 통조림의 

99%는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에 련된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면 

참치와 정어리 수출국의 후생에 큰 변화를 래할 것이 상된다. 

  Marette et al.(2008)은 건강에 민감한 임신 가능한 연령 의 여성과 14

세 이하 어린이( 체 인구의 50.5%)가 식품 안  정보에 심 있다고 간주

하고 실험실에서 지불의향을 조사하 다. 우선 소비자를 세 그룹, 즉 참치

와 정어리 모두를 소비하는 그룹(65%), 참치만 소비하는 그룹(32.5%), 정

어리만 소비하는 그룹(2.5%)으로 나 되, 참치와 정어리 모두를 소비하는 

그룹만 이러한 정보에 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 국내 유통과

정에서의 랑스 소매상의 마진을 고려하여 해외 생산자와 국내유통업자

의 이윤변화를 구분하 다. 결과 으로 이러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참치의 

가격은 하락(4.6%)하지만 정어리의 가격은 크게 오르게(45.2%) 되고 따라

서 정보표시에 무 심한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하지만 그 외 해외 수출업

자, 국내 심 있는 소비자, 유통업자의 후생은 증진하여 체 으로 2.8%

의 후생증진이 있다고 분석하 다.



비 세조치에 한 이론  고찰 33

4.3.2. 비용-효과 분석(CEA)

  비용효과분석 방법은 식품안 , 동식물 건강 분야에서의 SPS와 련된 

NTM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해 주로 용되어 왔는데, 가능한 안

들에 한 각각의 비용을 편익과 비교하여 각각의 안들에 순 를 매기고 

제일 낮은 비용-효과를 가지는 방안을 기 으로 삼는 분석이다. 이때 편익

은 질병 발병의 횟수 감소, 10% 수출 증가 같은 값이 될 것이다.

  이 분석방법은 주로  흐름을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데, NTM 용 

시 여러 요소들  일정 요소의 효과에 집 하여 분석을 용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의학 분야의 용 사례로 Type Ⅱ 당뇨 치료에 있어서 

시력을 잃지 않도록 한다는 편익에 해 1안은 700만원의 비용, 2안은 350

만원, 3안은 58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분석이 되면 CEA 방법하에서는 당

뇨 치료하는 효과에 하여 2안이 최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효과분석은 진단이나 치료의 반응 등 간단계의 결과를 얻기 한 

비용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간단계의 결과가 최종 으로 같은 결

과를 도출한다는 보장이 없어 의학계에서는 QALYs 방법을 주로 사용하기

도 한다. QALYs는 삶의 질을 가 한 수명을 나타낸다.  QALYs에서 삶의 

질은 0-1 사이로 평가되며 어떤 사람이 삶의 질이 0.7 정도로 10년을 살았

다고 하면 QALYs는 7년이 된다. 이는 건강하게 7년을 더 살게 되는 경우

와 같고, 비용효과분석은 같은 QALYs를 증가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

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진단 성능이나 치료 성 으로만 비교하는 방법보다 

궁극 인 목표(QALYs)를 종료 으로 비교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QALYs의 요소  삶의 질은 주 인 단이 개입된다는 단 이 있다고 

지 된다.

  Jensen and Unnevehr(2000)은 돼지도축회사와 공 자로부터 제공된 자

료를 기 로 돼지고기 가공작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의 감소

를 고려한 비용 함수를 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 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비

용은 돼지 마리당 $0.03~0.2이고 비용을 결정하는 요 요소로는 기, 물, 

노동비라고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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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colm et al.(2004)은 소도축 시설에 병원체 감소를 한 7가지 방법

을 용, CEA방법으로 이를 가치평가하 다. 이 연구는 비교분석을 통해 

도축 시설의 크기가 결과에 향을 미칠 거라고 가정하 는데, 확률 험 

평가(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모형의 분석 결과 단수의 컨트롤 방법

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컨트롤 방법을 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시

하 다.

  Van der Gaag et al.(2004)은 네덜란드 돼지고기 공 체인에서 발견되는 

살모넬라균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해 CEA를 용하 다. 확률

(stochastic) 역학조사 분석 모형과 여러 경제 변수에 한 결정

(deterministic) 모형을 이용하 는데, 각 단계별 체인에 해서 역시 분석

하고 다시 체 체인에 해서 분석하 다. CEA 분석 결과 도축장과 마감

작업을 하는 농장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 면에서 효율 이라 

제시하 다.

  네덜란드의 낙농 공 체인에 해서 연구한 Valeeva et al.(2006)과 네덜

란드의 닭고기 부분의 캠피로박터균의 발병에 한 연구(Havelaar et 

al.(2006))는 네덜란드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용효과(DALYs7)를 분석하

다. 이들의 연구는 질병 발생 감소의 상분은 질병의 부담에 한 감소

(DALYs)와 COI(Cost of Illness)의 감소분의 합이라고 보았다.  

  동물 건강에 해 Benedictus et al.(2009)은 최근의 연구를 통해 BSE 

컨트롤에 한 여러 안들을 비용효과 방법으로 분석하 는데, 안들

로는 폐기처분, 사후 부검과 감염 동물의 제거, 해당하는 모든 BSE에 걸

린 동물에 한 살처분인데 이들 연구에서는 기 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하 다. 국, 네덜란드 이스에 하여 생존연수(human 

life years saved)에 한 비용으로 비교하 고,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병행하 다.

7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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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복수기  분석(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

  복수기  분석은 정책결정자들로 하여  한 가지 기 으로만 최 인 방

안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게 하는 

분석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의 다방면(multi-dimensional) 확장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를 들면 시장에 미치는 향, 공공 건강 효과에 미치는 향

만을 고려한다거나 혹은 공공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만을 목 으로 하지 않

고 이들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 은 각 요소들에 우선순 를 매겨 결과물에 한 정보의 

범 를 넓게 제공한다는 이지만(Caswell, 2008; Henson et al., 2007), 다

방면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이용되는 정보들에 한 결과는 CBA와

는 달리 항상 토 최 (Pareto Optimal)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선순

에 한 가치 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공되는 결론이 가장 효율 이라

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Caswell(2009)은 CBA의 확장형태로 복수요소(Multi-factorial) 근방법

을 제시하 다. 이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로는 공공 건강, 시장에 미치는 

향, 소비자의 험 선호도, 특정 험에 한 사회  민감도 등이 있다. 

복수기  분석법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은 단편 인 결론을 내리

기 보다는 그 정보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보다 높은 유연성을 제공한

다는 에 착안, 2008년 식품안 에 한 연구를 통해 몇 가지 단계를 제

시하 다. 우선 음식과 병원체를 페어링을 하 는데, 를 들면 쇠고기와 

E. Coli O157:H7를 묶는 것이다. 이러한 페어링의 장 은 궁극 으로 모

든 병원체와 모든 음식으로 확장하여 체 식품안 에 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이지만, 자료에 한 과학  증거가 부족할 경우 많은 결함

(hole)이 생길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다음 단계로 리스크에 한 우선순

를 정할 요소들을 정하 다. Caswell(2008)은 가장 요한 요소로 공공

안 에 한 효과를 정하고 DALYs(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와 

COI(Cost of Illness)를 용하 다. 소비자의 험선호도가 두 번째로 고

려되었으며 시장에 한 향(산업의 크기 정도, 수출에 미치는 향,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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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등)이 세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사회  민감도가 고려되었다.

  Henson and Masakure(2009)는 SPS와 련된 의사결정을 한 경제  분

석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는데, 그 효과에 해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수를 고려해야 할 때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거미집그림을 제시하 다. 

NTM의 효과(혹은 정책목표)로 무역의 증 (수출의 확  혹은 수입의 감소), 

국내 고용증진을 통한 소득향상, 국내 직 효과(환경보호, 공 생증진 등)

의 개선 등 3가지를 고려하고, 비용을 감안할 때 <그림 2-4>와 같이 4가지 

안별로 비용/효과 분석을 한 거미집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림 2-4.  SPS 안별 비용/효과분석을 한 거미집 

비  용

2

고 용  등  
소 득 효 과

직 접 국 내 효 과
(생 산 성 , 환 경 보 호 , 공 중 위 생  등 )

무 역 효 과

        대 안 1    대 안 2    대 안 3   대 안 4

1

0

3

4

자료: Henson and Masaku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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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 1: 조치비용은 제일 낮고, 무역에 한 향은 보통이지만, 소득효

과는 제일 높고 국내직 효과는 낮은 NTM

② 안 2: 조치비용은 보통이고, 무역에도 향이 낮은 편이지만, 소득효

과와 국내직 효과는 비교  높은 편인 NTM

③ 안 3: 조치비용은 높은 편이고, 무역 향은 제일 작지만, 소득효과는 

제일 낮고, 국내직 효과도 낮은 편인 NTM

④ 안 4: 조치비용과 무역 향, 국내직 효과는 제일 높지만 소득효과

는 낮은 편인 NTM

  이러한 경우에 복수기 결정분석법이 활용될 수 있다. MCDA에도 기

별로 비교단 가 다를 때 유용한 복수속성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과, 두개의 안씩 순 비교(outranking)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최 의 안을 선택할 수 있다(Henson et al. 2007). 

4.4. 주요 NTM 사례별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NTM 사례의 효과 분석을 하여 앞에서 소개된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

되어 왔다. 본 에서는 NTM 사례의 표격인 표시제, HACCP, 동식물 

건강과 련하여 앞에서 검토한 분석 방법들  어떠한 연구방법이 용되

고 있는지 정리하 다. 

4.4.1. 표시제의 효과

가.  원 산 지 표 시제( C ountry of origin labeling; C O O L) 의 효과

  원산지 표시제(COOL)란 식품 생산자들로 하여  의무 으로 소비자들

에게 그 식품에 한 원산지 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

정해 놓은 것이다. 원산지 표시제는 상품의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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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별을 쉽게 하고 국내산 식품에 한 선호를 제고

할 수 있다는 에서 NTM의 요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Krissoff et al.(2004)의 연구에 의하면, 원산지 표시제 이후 결과 으로 

국내 매는 표시제를 통해 증가하고, 이는 가격효과로 환됨으로써 높

은 가격으로 인한 이득을 국내 생산자들에게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비자 측면에서는 생산자 보다는 그 이익이 작을 수 있다. 왜냐

하면 표시제로 인한 비용,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단순 표시하

는 비용뿐 아니라 장부기록, 운 비용이 상당하고, 그 비용이 가격에 반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유통  매자들은 이 제도에 반 하

고 있다.

  Kerr(2003)에 의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 상  비용이 캐나다, 

멕시코산이 더 낮기 때문에 수입이 늘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 미국 상품

의 경우 공 체인을 따라 그 이력을 추 하고 감시하여 증명하는 데 큰 비

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한편, Hayes and Meyer(2003)는 수입소

와 수입돼지를 분리해서 사육하고 리하는 비용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법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경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단순한 수요·공  평면에서 벗어나 수출·수입 개념을 용하고 다

른 농작물, 거시 경제상황 등을 포함할 경우 일반균형 개념을 사용하여 균

형을 도출하고, 그 향을 측정한 연구도 있다. Diao and Somwaru(2000)

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생산과 교역량은 어들게 되고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체 후생은 그만큼 어들게 된다고 하

다.

  미국의 경우 생선과 조개를 상으로 한 의무  원산지 표시제가 2005

년 4월부터 소매단계에 용되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으로는 식당과 소

규모소매상, 수산가공품의 원료는 원산지 표시의무에서 면제시켜주었기 

때문에 부분 인 의무  원산지 표시제(Partial Mandatory COOL)라 할 수 

있다.

  Joseph et al.(2009)은 행 MCOOL이 국내 공 체인에 당  기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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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 하 다. 의무  원산지 표시제가 

용되는 부문에서는 원산지에 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만족을 높

이지만 표시제가 면제되는 부문(식당 등)에서는 국내산 수산물보다는 질이 

낮을 것으로 상되는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을 진하는 인센티 가 발생

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부분 인 의무 원산지 표시제에 따른 시장실패 

가능성을 감안할 때 소매상들에 의한 자발 인 원산지 표시제가 부분 인 

의무  원산지 표시제보다 오히려 총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

다. 특히 미국에서는 생선의 경우 62%, 기타 해산물(조개류)의 경우에는 

75%가 외식산업에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제의 효과를 기존

의 방법과 차별된 방식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

  사실 원산지 표시제의 후생 효과를 분석할 때 의무  원산지 표시제가 

용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고려해야 하고 같은 표시제라 할지

라도 축산업과 수산업은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무  원산지 

표시제가 체 으로 이행될 경우 유통업계와 요식업계는 불완  경쟁 시

장이 되고, 이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소비자, 공 자의 이질

성(heterogeneity, 식품의 품질에 한 다른 선호도)가 공 체인에 후생 효

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모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의무  원산지 

표시제가 실제 부분 으로만 이행될 경우에는 유통업계는 완  경쟁  시

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품에 한 수요가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원산지 표시제(COOL)의 모형화에 사용될 요소로는 인센티 를 들 수 

있다.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비 칭정보의 문제가 발생하고 유통업자들로서는 자발  표

시제를 시행할 유인이 생긴다. 의무  표시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2차 가격

차별로 설명이 가능한데, 즉 소비자들은 2세트의 가격-품질 묶음 에서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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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 M  표 시제 

  Hobbs and Kerr(2006)는 GM 표시제의 경제  효과에 해 <그림 2-5>

와 같이 분석을 하 다. 여기서 은 수입가격, 은 생산자가 공 하

고자 하는 수량, 은 소비자가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량이다. 따라서 

  은 수입량이 된다. 기존 상품에 비해 열등재인 GM 상품의 수입

으로 인해 소비자들  일부는 GM 제품을 인지하고 구입하지 않지만, 일

부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에 의해 소비를 한다. 따라서 기존 상품 시장의 

수요는 에서 로 이동하고, 새로운 시장 균형은  가 된다.

그림 2-5.  GM 표시제의 경제  효과

       (a) 기존 상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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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GM 표시 제품 시장

v

p

q

Pl2

dl2

Ql2

  이때 늘어난 생산자 잉여는 a, 어든 소비자 잉여는 a+b+c이다. 가격 

효과에 의한 후생 변화는 b+c만큼의 감소이다. 표시제 덕분에 시장이 분리

되었으므로 새로운 시장에 한 균형은  이고 여기서 v만큼의 이

득이 생긴다. 결과 으로 v-(b+c)의 비교가 표시제로 인한 경제  효과로 

볼 수 있다.

  COOL비용으로 인한 국산의 높은 가격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만약 분리

(segregation) 비용이 크다면 수입 한 감소할 것이지만 국내 공 자들이 

COOL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 렴한 수입품을 이용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다.  이력추 제

  2005년 1월부터 유럽 식품 공 체인에 이력제가 시행되었는데, Diogo 

and Caswell(2009)는 이력제가 ‘EurepGAP'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식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인 동시에 생산자 그룹에게는 복합 이고 효

율 인 시스템 구축의 진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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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들은 이력제를 포함한 수직  공  체인에 참여를 하거나 소비자

들에게 직  팔 수 있는 직매장을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매 방법  

순이익이 높은 쪽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Diogo and Caswell은 포르투

갈 배산업 자료를 이용한 계량 분석을 통해 농장주와 농장의 특성들이 이

력제 선택에 있어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4.4.2. HACCP 사례에 한 비용-편익 분석

  Crutchfiled et al.(1997)은 미국 내에서 육류에 HACCP를 용할 경우에 

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데, 편익의 경우

는 HACCP 용으로 질병치료비용과 생산손실의 감소를 추정하 다. <그

림 2-8>과 같은 논리와 가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비용으로는 표 차(SOP) 제정, 기획  교육, 장부기록, 온도조 장치, 

살균처리, 시험, 수정 비용 등을 추산하 다. 그들이 HACCP 도입 이후 20

년간의 비용과 편익을 추산한 결과 편익의 편차는 매우 커서 $19억~472억

이고, 비용은 $11억~13억로 나타나 결론 으로 HACCP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 으로 유리하다고 하 다.

그림 2-6.  HACCP 도입 시의 편익 추정 차와 가정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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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감소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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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손실 감소

HACC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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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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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utchfiled et al.(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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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an et al.(2000)은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을 이

용하여 HACCP를 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 다. 음

식으로 인한 질병(foodborne illness) 발생 횟수의 감소로 인한 편익증가와 

HACCP를 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그 요소인데, 편익 항목에는 병

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감소와 병원비 지출의 감소가 포함되고 비용 발생

으로는 육류 생산 과정에서 생산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고 설명하 다. 소득효과로 측정된 편익은 사망자 수의 감소는 $1.92, 병원

비 지출의 감소는 $0.27의 편익을 소득 $1.00당 얻게 된다고 추정하 다. 

반면, 비용 발생은 $0.35 다.8

4.4.3. 동식물 건강

  Tambi et al.(2006)은 12개의 사하라 이남 지역의 국가들에서 소의 염

성 흉막폐렴(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하

는 편익과 비용을 질병의 역학 자료와 경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 다. 

질병의 역학 데이터에는 생산, 재생산에 련된 번식속도, 우유, 쇠고기 생

산 등의 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 자료에는 질병으로 인한 물

리  비용, 동물의 사망률, 발병률이 포함되었다. 비용 비 편익의 비율은 

1.61로 가나에서 최 이고, 2.56으로 냐가 가장 높았다.

  Thorpe et al.(2007)은 국가의 축산업에 발생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직  

효과에 연구 을 맞추고 ASEAN 지역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 는데, 쇠고기와 가축의 가격, 두수, 도축량,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 자

8 병원체 감소 자체를 목 으로 하여 통제함으로써 생기는 편익 분석 에 Ivanek 

et al.(2004)은 다양한 경제  효과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최  식품 안  수

을 추정하 음. 지불의향(WTP), 질병비용(COI), 비용함수(cost function), 사례조

사 방법을 이용하여 리스테리아균을 통제하는데 편익은 $23억에서 $220억 정도

이고, 비용은 $1000만에서 $24억 정도로 측정되었음. 재 한계편익이 한계비용

보다 높기 때문에 식품 안 에 해 과소투자되었다고 단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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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이용하여 발생한 질병 발발에 극 으로 교역 지로써 응했을 시 

추정되는 편익은 태국의 경우 $13억이라고 조사하 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구제역(FMD)에 해 Randolph et al.(2002)은 세 가

지 시나리오를 용하여 비용·편익 비율을 구하 는데 2004년까지 구제역

이 모두 사라지는 시나리오, 2006년까지 사라지는 시나리오, 2010년까지 

사라지는 시나리오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용하 다. 2010년에 해결이 

되고 수출이 없을 경우 비용·편익 비율은 1.6이고, 2004년에 해결이 되고 

5,000톤이 수출되면 비율은 12로 증가할 것이라 추정하 다.

  1990년에 시행된 “태평양지역 과실 리의 지역  리(Regional 

Management of Fruit Fly in the Pacific: RMFFP)” 로젝트에 한 1996

년 연구에 의하면 순이익이 $2,450만이고 IRR은 37%에 이른다. 그러나 

1996년도 연구는 분석 기간이 1993-2002년이었고 미래 자료에 해서는 

상치가 용되었기 때문에 부정확한 면이 있었다.(McGregor, 2006; 

2007).

  이에 반해 1999년 연구는 사후 자료(1993-1998)만을 이용하고 잠재 수

출의 감소뿐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에도 심을 가지고 분석에 포

함시킨 결과 순이익이 $1,260만(IRR은 19%)로 나타났다. 2007년 연구에서

는 향상된 국민 양, 식품안 도 이익에 포함이 되었다.

4.5. 최적 NTM 결정을 위한 대안 분석 

  유사한 목표를 갖는 NTM 안별로 효과를 계량화하여 실제로 최 안

을 선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런 경우 실제 조치가 행해진 후 향을 평

가(ex-post)하는 것이 아니라, 상되는 상황을 상으로 사 (ex-ante) 

분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료의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

다. 특히 무역효과와 소득효과, 외부경제 개선효과 등 복수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별로 없는데 NTM에 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주로 무역에 

한 효과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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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안을 찾는 사례분석은 많지 않지만 안별 효과를 비교한 연구

는 일부 찾을 수 있다. OECD에서는 구제역(FMD)을 방역하는 방법으로 

살처분, 백신 종의 안을 비교하여 시나리오별로 국내 생산자에 한 수

입손실과 국제  효과를 정량 으로 분석(TAD/TC/CA/WP(5), 2008)

한 바 있고 국내에도 유사한 연구가 있다. 

  OECD(2008)의 구제역의 방역방법 안별 비교분석은 Aglink-Cosimo 

모델과 GTAP 모델을 사용하 다. 이 모델들은 수의병리학 인 특성을 반

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어서 많은 라미터에 해 가정(assumption)으

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신 여러 경제  지표들을 분석할 수 있었

다. 무역 지 기간은 방역조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역 지 기간이 짧을수

록 시장에 한 교란이 작아진다. 무역 지 기간은 염병발생지속기간과 

청정국 선언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서 구제역 발생지속기간은 2개월

로 가정하고 살처분은 발생 후 4.5개월, 백신 종은 7.5개월 경과 후에 수

출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 다. 실제 살처분과 백신 종 시의 효과를 비

교하기 해서는 각 방역 조치의 피해 확산 가능성 정도와 가축도살  매

몰 비용 등의 사항들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 고려는 모형

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살처분과 백신 종의 효과가 단순히 청정국 지

획득 경과기간의 차이로만 분석되었다. 이는 살처분이 항상 유리한 결과

가 나온다는 무 단순한 결론이 도출되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OECD(2008)는 연구의 결과로 4가지를 정책  시사 으로 제시하고 있

는데 첫째, 청정국 지 획득 시 소요기간이 짧을수록 국내외 시장에 한 

부정  향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를 들면 캐나다가 구제역 방역방법

으로 백신정책보다 살처분 정책을 택하면 체 인 후생손실은 약 25% 

감소된다. 둘째, 지역화 인정정책은 무역제한과 련된 기회비용을 감소시

킬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지역화 인정을 한 소용비용보다 농가소득 감

소를 경감하는 효과는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질병 발생으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는 정도는 방역방법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달라진

다. 컨  미국처럼 수출비 이 작은 국가는 구제역 발생효과가 수출비

이 높은 캐나다나 네덜란드보다 훨씬 작게 나타난다. 넷째, 질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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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항상 손실을 입지만, 국제 으로 보면 수입국들은 국제공 물량의 

감소와 그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손해를 보는 반면 수출경쟁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된다.

  한편, 최정섭 등(2002)은 2002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축산물 수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살처분과 백신 종 안 간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 다. 이 연구는 백신 종에 의한 편익으로 추가 발병의 험 감소

를 고려하고, 비용으로는 수출 재개의 지연, 백신 종 비용과 종가축 

리비용을 고려하 다. 한 백신 종을 하지 않을 경우 청정국 지  회복

을 통한 수출 조기 재개의 편익과 추가 발병의 험부담이라는 비용을 고

려하 다. 그러나 백신 미 종 시 추가 발생 가능 확률을 산출할 수 없어 

추가 발생 지역수와 추가 발생 확률을 가정하여 임계 을 설정하고 경제성 

단의 근거를 제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1개 지역, 추가 발생 확률이 50% 

는 그 이상일 경우 백신 종의 경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후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이 2개 지역이고 추가 발생 확률이 

25%, 는 추가 발생이 3개 지역이고 추가 발생 확률이 17% 이상인 경우

가 임계 이며 그 이상일 경우 백신 종의 경제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4.6. NTM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국내에서 그동안 NTM에 한 연구는 TRQ 운 에 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으나 최근에 들어와 식품안 과 환경오염에 한 국민  심이 높아

지면서 표시제도에 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TRQ 운 과 련해서는 

UR 상에서 허용된 TRQ 제도의 경제  의미와 품목별 소진율, 리방안

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임정빈 등 2009, 임정빈 등 

2007, 서진교 등 2004)가 있으며, 최세균 등(2004)은 TRQ 의 효율 인 

수입 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김태훈 등(2009)은 FTA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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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차원에서 TRQ를 증량하는 방안과 세감축의 실익을 분석한 바 있다.

  표시제도에 한 연구는 다수 있는데, 음식  원산지 표시제도에 해서

는 김환규(2006), 성자(2005), 이계임 등(2009)이 있으며, 가공식품의 원

산지 표시제도에 해서는 이계임 등(2005), 최지  등(2009)이 있다. 그리

고 농자재와 농약표시에 해 강창용 등(2007), 권오복 등(2009)이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체로 소비자나 생산자 혹은 업소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황을 악하고 만족도를 조사하 으며 향후 개선방안

에 해 서술하고 있는 정도로서 경제성 분석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표시제에 한 경제성 분석이 차 늘어나고 있다. 한재환 외

(2009)는 GMO 표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 는데, 비의도 혼입률을 3%

에서 1%로 낮출 경우 옥수수를 상으로 지불의사추정법을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편익은 103억원(0.9ℓ당 811원 추가지불의사), 비용은 구분유통에 

따른 추가비용이 139~148억원이 발생하여 약 36억~45억원의 경제  손실

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곤 외(2010)는 국내 쇠고기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 요인  

음식 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가 한우 시장에 미치

는 향에 해 분석하 다. 축산물의 수  방정식을 도출하여 균형변환모

형을 이용한 비교 정태 분석 결과 원산지 표시제의 경우 수요가 16.8% 증

가, 공 이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력제 시행까지 고려할 경우 

수요가 21.5%, 공 이 0.6%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 다. 이 경우 소비자 잉

여는 4,921억원 증가, 생산자 잉여는 5,44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에서 유 자 변형(GM)식품 표시제도를 확 (원료함량순  

철폐, 모든 가공식품에 표시 등)하는 경우의 향을 산업연 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한 연구(정명진 외 2008)가 있는데, 표시제 개정으로 인한 산업

체의 비용증가는  3,852억원, 두  옥수수 공 차질 시 식품산업생산액

은 3,347억원이 감소한다고 계측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구분생산에 필

요한 시설투자 등 련 비용의 증가  간재에 한 리 등의 실 인 

어려움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결론 으로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  기업이 제도 수용을 비할 충분한 유 기간 확보, GM식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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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 상교육 확  등 한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김태윤(2010 a)은 비 세장벽의 효과를 계량화하는 선행연구를 정리하

면서 비 세장벽을 고려한 상품무역제한지수(Kee et al. 2009)와 비 세장

벽의 가격상승효과(Dean et al. 2009)를 소개하 다9. 아울러 인도네시아의 

비 세 장벽 황과 철강제품 비 세조치의 세 상당치에 한 연구를 통

해 2009년 기  철강제품의 세 상당치를 추정하 다(김태윤 2010 b). 

9 상품무역제한지수는 평균 세율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세만 고려

할때는 9.1%이지만 세  비 세장벽을 동시에 고려하 을 때는 31.9%라고 

추산하 고, 비 세장벽의 소매가격상승효과는 한국의 경우 쇠고기는 60.5%라

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음(김태윤 201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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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 세조치의 통보 의무

  WTO 정에서는 회원국들이 각종 원회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상세

하게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분야는 SPS와 TBT 정과 한 계에 있

는데, 자기나라의 생 는 식물 생조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SPS 

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새로운 기술규정의 도입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한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과 용될 상품을 

TBT 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NTM 련 사례를 얼마나 많이 WTO에 통보하는지에 해 

OECD(2008)에서는 OECD 국가들을 상으로 UNCTAD/TRAINS 데이터

를 가지고 분석을 하 다.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는 세계 각국의 무역과 련된 통계자료를 

TRAINS(Trade Analysis and Information System)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

해 발표하고 있으며, 한 각국이 WTO의 SPS 혹은 TBT 원회에 통보한 

NTM 자료들을 토 로 무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TRAIN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들은 각국이 통보한 내용을 

그 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각국 간 일 성 있는 비교를 해 1992년 

HS-6단 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농수산식품과 련된 통보건수만 상

으로 분석하 는데 유럽연합과 멕시코, 일본, 미국 등의 NTM 통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우리나라와 터키는 한 건도 통보실 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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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SPS, TBT 원회에 통보를 많이 하

는 나라에 속한다. 다만 통보문서에 새로운 NTM이 용될 품목의 HS 번

호를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식품, 축산물 등 일반 인 명칭으로만 표 10

하 기 때문에 TRAINS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상품목을 지정할 수 없어 

통보한 내용이 통계로 집계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NTM 통보내역을 UNCTAD/TRAINS 코드에 따라 유형별로 분석한 결

과 라벨링 요구(30.6%)가 제일 많고, 그 이어 상품특성 요구(24.0%), 민감

품목분류 선승인(18.6%), 검사  검역 요구(17.2%) 순으로 나타났다

(OECD, TAD/TC/CA/WP(2008)4). 

표 3-1.  OECD 국가들의 농수산식품 련 NTM 통보 건수

국가  NTM 통보 건수 수정 후 NTM 통보 건수 수정 후의 비율(%)

유럽연합(EU) 1651 4,018  28.10

멕시코 17,335 3,655 25.56

일본 4,267 1,571 10.99

미국 2,627 1,169 8.18

호주 1,170 1,128 7.89

뉴질랜드 1,211 892 6.24

노르웨이 1,021 597 4.18

캐나다 874 532 3.72

스 스 1,142 510 3.57

아이슬란드 274 227 1.59

한국 0 0 0

터키 0 0 0

합계 31,572 14,299 100.00

자료: OECD, TAD/TC/CA/WP(2008)4.

10
 WTO 통보문 양식에는 NTM이 용될 품목의 HS 혹은 CCCN 분류번호를 명

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보문에 HS 번호를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축산물(G/TBT/N/KOR/261), 건강기능성식품(G/TBT/N/KOR/175), 식품

(G/SPS/N/ KOR/253) 등으로 기재하여 통보하고 있음. 한편 다른 나라, 컨  

일본은 유제품과 달걀(HS Code : 0401,0407,0408)로 표기하여 통보

(G/SPS/N/JPN/237)하고 있음(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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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SPS 원회에의 통보 황

2.1. SPS 협정의 의미

  WTO의 SPS 정은 인간, 동물 는 식물의 생명 는 건강을 보호하기 

한 WTO 회원국들의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동 조치의 개발, 채택  집행을 지도하기 한 목 으로 제정된 다자 간 

규칙이다. 

2.2. 통보의무

  SPS 정 제7조(투명성)에 의거,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생 는 식물

생조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SPS 원회에 통보하고 련 정보를 제공

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검역 련 제도를 신규제정 는 변경하기 이

에 이해당사국으로 하여  사 인지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SPS 조치와 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명료성  측가능성을 달성하기 

함이다.

  SPS의 통보제도는 타 회원국이 새로운 조치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기

간(lead time)을 제공함으로써 무역상의 충격을 완화한다. SPS 원회에서 

제기된 부분의 SPS 양자 안은 WTO에의 통보 여부를 쟁 의 요소  

하나로 다루고 있다,

  WTO의 SPS 원회에의 통보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8월 31일 재 

SPS 원회에 1건 이상 NTM을 통보한 나라는 101개국이며, 미국이 가장 

많고, 라질, 뉴질랜드, 캐나다, EC 순이다. 우리나라도 347건을 통보하여 

회원국  6번째로 통보건수가 많은 나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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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SPS 원회에의 국가별 통보건수(2005. 1～2009. 8. 31)

No. 국가 통보 숫자 비

1 미국 1,949 23.74%

2 라질 579 7.05%

3 뉴질랜드 437 5.32%

4 캐나다 434 5.29%

5 E. C. 363 4.42%

6 한국 347 4.23%

7 칠 311 3.79%

8 국 262 3.19%

9 페루 241 2.94%

10 호주 238 2.90%

11 일본 234 2.85%

12 멕시코 221 2.69%

13 태국 187 2.28%

14 만 180 2.19%

15 콜롬비아 179 2.18%

16 필리핀 166 2.02%

17 아르헨티나 133 1.62%

18 알바니아 122 1.49%

19 엘살바도르 89 1.08%

20 코스타리카 84 1.02%

자료: WTO, G/SPS/GEN/804/Rev.2(2009.10.20) 

2.3. SPS 위원회에서의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

  SPS 원회에 통보된 내역에 해, 혹은 통보되지 않은 국내조치라도 

다른 회원국이 의를 요청할 경우 WTO회원국은 의에 응해야 한다. 

SPS 원회에서 회원국의 SPS 조치가 무역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다른 

회원국이 우려를 표명한 특정무역 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제기

건수는 1995년 이후 2009년까지 총 290건이다(G/SPS/GEN/204/Rev.10, 

2010). 이  동물건강에 한 우려가 40%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식품안  

28%, 식물 생 2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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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기된 STC의 주제별 비율

자료: WTO, G/SPS/GEN/204/Rev.10(2010)

  동물건강에 한 STC 에서는 이가능한 해면상뇌증(TSE)이 36%, 

구제역 (FMD)이 24%, 조류독감(AI)이 9%, 기타가 31%를 차지한다.

  STC 피제기건수는 유럽연합이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순이다. 제기건수는 미국이 제일 많고,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순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해 STC를 제기한 

사례는 하나도 없으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해 STC를 제기한 경우

는 2009년까지 12건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제기사항 모두가 교역을 제한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며 종종 해당조치에 한 명료화

(clarification)를 요구하거나 는 해당국에게 SPS 원회에 련 사항을 

통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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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SPS 련 특정무역 안 제기 건수(1995-2009)

국가 제기 건수 피제기 건수

유럽연합 59 60

일본 0 23

미국 69 29

호주 8 16

한국 0 12

캐나다 21 8

멕시코 7 9

뉴질랜드 4 3

터키 0 3

스 스 5 2

아이슬란드 0 1

노르웨이 1 1

총 OECD 회원국 174 167

OECD 비회원국 155 143

주: 체 수는 1995년-2007년까지 OECD(2008.4)에서 제시된 수에 추가하여 연구진이 

WTO(2010.2)에서 2008-2009년 자료를 계산하여 합한 수임. 

자료: OECD, TAD/TC/CA/WP(2008)4, WTO, G/SPS/GEN/204/Rev.10(2010. 2. 10)  

  STC은 당사국간에 의를 거쳐 해결을 도모하고, 서로 의가 되지 않

으면  WTO의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제소하기도 

한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제기된 STC 290건 가운데 2009년말 재 

79건은 원만한 합의에 이르 다고 통보되었고, 18건은 부분 으로 해결되

었으며, 193건에 해서는 의가 진행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PS 원회에서 품목군(HS-2단 )별로 NTM 통보건수와 그  STC가 

제기된 비 , 무역량의 비 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별할 수 있는데, 

축산물과 채소, 과일 등은 NTM 통보건수도 많고, STC제기도 많으며, 무

역에의 향도 큰 품목에 속한다(OECD, TAD/TC/CA/WP(2008)4).

- A 그룹: NTM 통보건수가 50건 이상으로 많은데, STC비 은 낮은 품목군

ㆍHS 03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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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NTM과 STC 련 품목군 분류

자료: OECD, TAD/TC/CA/WP(2008)4

- B 그룹: NTM 통보건수가 50건 이상으로 많고, STC비 도 높은 품목군

ㆍHS 02 - 육과 식용설육

ㆍHS 07 -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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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HS 08 - 식용의 과실  견과류와 감귤류 는 멜론의 껍질

- C 그룹: NTM 통보건수가 50건 이하로 고, STC비 도 낮으나 련 

무역비 은 높은 품목군

ㆍHS 04 - 낙농품, 조란 등

ㆍHS 10 - 곡물

- D 그룹: NTM 통보건수가 50건 이하로 고, STC비 도 낮으며 련

무역비 도 낮은 품목군

ㆍHS 24 (담배류) 혹은 그 이상의 비농산물

2.4. SPS 관련 분쟁해결기구 제소 내역 

  SPS 련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건수는 1995년 이래 2009년까

지 38건에 이르며, 이  9건은 패 보고서가 나오기 에 당사국끼리 해

결을 하 고, 11건은 패 보고서  상소기구의 결론까지 이르 고, 18건

은 아직 당사국간 의 에 있다(WTO, G/SPS/GEN/887/Rev.1(2009. 2. 

6)를 2009년말까지 업데이트함).

  우리나라 련 제기건수는 2009년까지 5건인데, 신선과일에 한 검사

차(미국이 제기 WT/DS3, DS41), 냉동육과 다른 식품에 한 유통기한

문제(미국이 제기, WT/DS5), 생수(캐나다가 제기, WT/DS20)는 패  설치 

이 에 합의되었다. 2009년에는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BSE 쇠고기 수입제

한에 해 제소(WT/DS391)하여 재 패 에서 논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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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련
번호

피소국 제소국 제소내용 결과

1 94.04.04 DS3 한국 미국 신선과일 검사 차 상호합의통보(2001.7)

2 96.05.24 DS41 한국 미국 신선과일 검사 차 상호합의통보(2001.7)

3 95.05.03 DS5 한국 미국
냉동가공육  기타 제품에 

한 유통기한
상호합의통보(1995.7)

4 95.10.05 DS18 호주 캐나다
신선·냉장·냉동 연어의 수입

제한
상호합의통보(2000.5)

5 95.11.20 DS21 호주 미국
신선·냉장·냉동 연어의 수입

제한
상호합의통보(2000.9)

6 95.11.08 DS20 한국 캐나다 생수 처리방법의 규제 상호합의통보(1996.4)

7 96.01.26 DS26
유럽

연합
미국

성장 진 호르몬제 투여된 

육류의 지
양허의 정지 (1999.7.26)

8 96.06.28 DS48
유럽

연합
캐나다

성장 진 호르몬제 투여된 육

류의 지
양자 동시진행. 상동

9 97.04.07 DS76 일본 미국
신선 과일에 한 “품종별 검

사”요건
상호합의통보(2001.9)

10 97.07.18 DS96 인도
유럽

연합

농산물  기타 제품에 한 

수량 제한
상호합의통보(1997.4)

11 97.08.18 DS100 미국
유럽

연합
가 류 수입 제한

의 요청(1997.8.18);

미결

12 98.05.07 DS133
슬로

바키아
스 스

소와 소고기의 우병 련 

제한조치

의 요청(1998.5.11);

미결

13 98.05.27 DS134
유럽

연합
인도  수입에 한 제한

의 요청(1998.25.11);

미결

14 98.05.28 DS135 랑스 캐나다 석면 련 조치 SPS조치 미 용 상

15 98.06.17 DS137
유럽

연합
캐나다

소나무 선충으로 인한 제한조

치

의 요청(1998.5.17);

미결

16 98.09.25 DS144 미국 캐나다
동물  곡물 운반 캐나다 트

럭의 제한조치

의 요청(1998.9.25);

미결

17 00.07.10 DS203 멕시코 미국 돼지 교역에 한 조치
의 요청(2000.7.10);

미결

18 00.09.22 DS205 이집트 태국
두유에 담긴 참치 통조림의 

GMO 련 수입제한

의 요청(2000.9.22);

미결

표 3-4.  WTO분쟁해결 차에 제소된 SPS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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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1.08.31 DS237 터키
에콰

도르
신선 과일(바나나) 수입 제한 상호합의통보(2002.11)

20 02.03.01 DS245 일본 미국 부란병으로 인한 사과 제한조치 상호합의통보(2002.5)

21 02.05.03 DS256 터키 헝가리
애완동물 사료 수입 제한

(BSE)

의 요청(2002.5.3);미

결

22 02.10.18 DS270 호주 필리핀
신선 과일  채소(바나나 포

함) 제한조치
패  구성(2003.8)

23 02.10.18 DS271 호주 필리핀 인애  제한조치
의 요청(2002.10.18);

미결

24 02.12.23 DS279 인도
유럽

연합
수출  수입 정책

의 요청(2002.12.23);

미결

25 03.03.17 DS284 멕시코
니카

라과
검은콩에 한 식물 생 규제 상호합의통보(2004.3)

26 03.04.03 DS287 호주
유럽

연합
격리 제도

패  구성(2003.11)

상호합의통보(2007.3)

27 03.05.13 DS291
유럽

연합
미국 GMO 승인

패 보고서 채택

(2006.11.21)

양허 정지 수 의 

재요청 (2008.2.7) ;

단됨(2008.2.15)

28 03.05.13 DS292
유럽

연합
캐나다 GMO 승인

패 보고서 채택

(2006.11.21)

29 03.05.14 DS293
유럽

연합

아르헨

티나
GMO 승인

패 보고서 채택

(2006.11.21)

30 03.07.09 DS297
크로

아티아
헝가리

동물과 육류제품에 한 제한

조치(TSE)

의 요청(2003.7.9);

미결

31 04.11.08 DS320 미국
유럽

연합

EC-Hormones 분쟁에 한 

의무 불이행 지속

패  보고서 배포 

(2008.3.31)

패  보고서 상소 

(2008.5.29)

상소기구 보고서발표

(2008.10.16)

32 04.11.08 DS321 캐나다
유럽

연합

EC-Hormones 분쟁에 한 

의무 불이행 지속

패  보고서 배포 

(2008.3.31)

패  보고서 상소 

(200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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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 보고서발표 

(2008.10.16)

33 07.08.31 DS367 호주 뉴질랜드 사과 제한조치 패  구성(2008.1.21)

34 08.12.01 DS384 미국 캐나다 원산지 표시 요건(COOL) 패 구성(2009.11.19)

35 08.12.17 DS386 미국 멕시코 원산지 표시 요건(COOL) 패 구성(2009.11.19)

36 DS389 EC 미국 가 육 제한조치 패 구성(2009.11.19)

37 DS391 한국 캐나다 쇠고기 수입제한조치 패 구성(2009.8.31)

38 DS392 미국 국 가 육 수입조치 패 구성(2009.7.31)

주: 미국의 COOL 에 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소는 TBT 원회에서 STC로 제기되었

으며, 캐나다는 미국의 COOL 제도가 GATT 1994의 3조 4항(내국민 우), 9조 4항, 

10조 3항, TBT 정의 2조, 혹은 SPS 정의 2조, 5조, 7조, 그리고 원산지 정의 

2조에 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음(G/TBT/D/33/Add.1).

자료: WTO, G/SPS/GEN/887/Rev.1(2009. 2. 6), G/SPS/53(2010.5.3)

3. WTO/TBT 원회에의 통보 황

3.1.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의 의미

  TBT란 무역 상 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   합 정 차 

등을 채택, 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해하는 제반 무역 장

애요소를 말한다. 각 회원국이 수출품의 품질보증, 인간, 동물 는 식물의 

생명 는 건강보호, 환경보호, 는 기만 인 행의 방지, 안보이익의 보

호를 하여 하다고 단하는 수 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방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되, 이러한 조치가 생산능률을 향상하고 국제

무역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를 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기술규

정과 표 에 한 국제 인 규칙을 만든 것이다.  

  TBT 정은 포장, 표시  상표 부착요건을 포함한 기술규정과 표 , 그

리고 기술규정  표 에의 합 여부를 정하는 차 등을 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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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은 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

의 특성 는 련 공정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수가 강제

인 문서이며, 표 (standard)은  규칙, 지침, 는 상품의 특성 는 련 공

정  생산방법을 공통 이고 반복 인 사용을 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 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수가 강제 이 아닌 문서를 말한다

(TBT 정 부속서 1)11.  다만, 표 화  합 정 차 등에 한 일반용

어는 국제표 기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사용하는 

의미를 통상 으로 가진다.

  TBT 정은 정부조달품을 제외한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

에 용된다. 다만, SPS 정 부속서 A.112 에 정의되어 있는 SPS 조치에

는 용하지 않는다.

3.2. TBT 협정의 통보의무

  WTO 회원국들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래할 목 으로 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을 비, 채택, 는 

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며, 새로운 기술규정의 도입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한 향을 미칠 수가 있을 때에는 제안된 기술규정의 목 과 

합리  이유에 한 설명과 용될 상품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TBT 

정 제 2.9조). 련 국제표 (지침·권고)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표 (지침·

11
 우리나라의 국가표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표 ”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

서 정확성, 합리성  국제성을 높이기 하여 국가에서 통일 으로 용하는 

과학 ·기술  공공기 으로서 측정표 ·참조표 ·성문표  등 이 법에서 규정

하는 모든 표 을 말하며, "국제표 "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

을 쉽게 하고 지 ·과학 ·기술 ·경제  활동 분야에서 국제  력을 증진하

기 하여 제정된 기 으로서 국제 으로 공인된 표 을 말함(제3조)
12

 병해충, 질병매개체, 식품, 음료, 는 사료내의 첨가제, 독소, 질병 등의 유입으

로 인한 인간, 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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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무역에 한 향을 미치는 경우에

는 통보가 필요하다.

  TBT 정은 SPS 정과는 달리 국제기 ( 는 체제)의 범 를 특정기구

로 정하지 않고 ｢회원지 가 어도 모든 회원국의 련기 에게 개방되

어 있는 기  는 체제｣로 정의하고 있다. TBT 원회는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한 한 향의 개념은 수입 증진 인 효과와 수입감소  효과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무역에의 향을 평가할 때는

① 이해당사국( 련 수출국 는 수입국) 에서 교역의 가치  기타 

요성 정도

② 교역의 진  가능성 

③ 제안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타 회원국의 생산자가 겪게 될 어려

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기술규정 도입의 정당한 목 으로는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  행의 방

지, 인간의 건강 는 안 , 동물 는 식물의 생명 는 건강, 환경의 보

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2.2조). 한 이러한 통보에 하여 심 있는 회원

국은 의견 제시, 혹은 의를 요청할 수 있다(2.10조).

  통보건수는 2009년 4월에 112건, 5월 66건, 6월 156건, 7월 93건, 8월 

78건, 9월 114건, 10월 185건 등으로서 상당히 빈번하다.

3.3. TBT와 SPS 협정의 적용범위의 구별

  TBT와 SPS 정의 용범 는 서로 다르지만 상범 의 경계가 명확

하지 않은 경우(Grey Area), 는 하나의 조치에 두 가지 정 모두가 

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는 각각 통보하거나 두 가지 정 모두와 

련된다는 을 명기하여 WTO 에 통보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3>에서는 NTM을 도입할 때 목 이 동식물 생보호라면 

SPS 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품질보증  소비자 보호가 목 이라면 

TBT 원회에 통보해야 함을 과일과 생수 사례를 상으로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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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목 으로 수입과실에 해 검역처리 

차를 규정하면 NTM으로 SPS 원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수입과일의 품

질 보증을 해 품질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면 TBT 원회에 NTM으로 통

보해야 한다.

그림 3-3.  SPS와 TBT의 통보내역 구별

ο 대상품목 : 과일
ο 조치의 내용 :
  해충의 만연방지를 위한 

수입과일에 대한 처리 절차
ο 목적 및 이유 :
  식물위생 보호

ο 대상품목 : 생수
ο 조치의 내용 :
  용기의 소재규격
  용기의 처리방법

ο 대상품목 : 과일
ο 조치의 내용 :
  - 수입과일에 대한 품질 및 

표시조건
ο 목적 및 이유 :
  품질보증 및 소비자정보 제공

ο 목적 및 이유:
 - 용기는 사람에게 유해한 

소재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 용기세척제는 물의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
세척 후 완전히 제거되어
야 한다.

ο 목적 및 이유:
 - 용기는 표준량을 보증할 

수 있는 특정 크기여야 
한다.

 - 용기는 진열․보관 요건
에 적합한 모양이어야 
한다.

S P S T B T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9)

3.4. TBT 위원회에서의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

  1995년부터 2009년까지 TBT 원회에 회원국이 특정무역 안(STC)을 

제기한 건수는 총 258건이며 유형별로 분류하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거

나 조치 내역의 명료화를 요구한 건수가 166건으로 제일 많고, 불필요한 

무역장벽, 투명성 요구 등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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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WTO/TBT 원회에서 제기된 특정무역 안의 유형별 빈도 

자료: G/TBT/GEN/74/Rev.4(2009.12.23)

  STC가 제기된 조치를 목 별로 살펴보면 건강/안 에 한 조치가 100

건으로 제일 많고, 기타(소비자보호, 정보제공, 양문제, 공정무역, 무역 

원활화 등) 68건, 환경 56건 등이다.

그림 3-5.  WTO/TBT 원회에서 제기된 STC의 목 별 빈도 

주: 불명확(unknown)은 TBT 원회에 통보되지 않은 조치에 해 STC가 제기된 사례임. 

자료: G/TBT/GEN/74/Rev.4(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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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로 살펴보면 EU의 통보내역에 해 가장 빈번하게 특정무역 안

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어서 국, 미국, 우리나라, 인도, 일본의 통보내역

에 해서도 특정무역 안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3-6.  TBT 원회에서 STC를 제기당한 국가별 빈도수

자료: G/TBT/GEN/74/Rev.4(2009.12.23).

4. 시사

  우리나라는 WTO의 SPS 원회와 TBT 원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NTM 련 통보도 회원국 에서 많이 하는 편이지만, UNCTAD/ 

TRAINS 데이터에는 우리나라 통보실 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통보문에 NTM 

조치의 용 상이 되는 HS 련번호를 명확하게 제시( 컨  축산물이라

고 표기할 것이 아니라 HS 0402등으로 표기)하게 되면 국제무역과 련된 

NTM 통계에 포함될 것이다.

  세가 낮아지고 비 세조치의 요성이 차 커지는 시  흐름 속에 

  유럽연합   중국    미국     한국    인도     일본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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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SPS와 TBT 원회를 공세 으로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SPS와 TBT 원회에서 수세  입장에서 응하

는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특정무역 안을 제기당한 경우는 많은 데 비

해 다른 나라의 NTM에 해 특정무역 안을 제기한 사례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는 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통보사례에 해 우리나라

와의 무역에의 향을 면 히 살펴 극 응해야 한다.

  SPS 련 2009년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건수 38건 에 우

리나라 련 제기건수는 5건으로서 지 않은 편이다. WTO 분쟁해결기구

를 통해서라도 국익을 지키기 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분쟁건수가 

많다고 축될 필요는 없다. 다만 NTM 조치 도입 시 사 에 충분한 검토

를 거쳐 충분한 과학  근거와 논리를 갖고 응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비 세조치 황  제4장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농식품분야의 NTM과 련하여 SPS 원회와 

TBT 원회에 통보한 실 과 우리나라의 통보에 해 다른 나라들이 무

역 련 안을 제기한 실태를 설명하며, 미국이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제기

한 우리나라의 농식품분야 NTM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이러한 통보 내

역  상 국 무역 안 제기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NTM 

도입 시 시사 을 찾는다.

1. SPS 원회에 통보한 내역

1.1. 통보 현황

  우리나라가 2005년 이후 SPS 원회에 통보한 NTM 건수는 171건이다. 

통보한 내역을 목 별로 분류하면 식품안  련 통보건수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식물보호, 동물방역, 인간보호 순이며, 일부 조치는 2가지 이

상의 목 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 세조치 황68

그림 4-1.  WTO/SPS 원회 통보내역의 목 별 빈도수와 비 (05-09년)

자료: G/SPS/N/KOR/179(2005.2.7)～349(2009.10.16)

  통보 기 별로 분류하면 식품의약품안 청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보건복지부, 식물검역원 순이다.

그림 4-2.  WTO/SPS 원회 통보내역의 담당기 별 빈도수와 비 (05-09년)

자료: G/SPS/N/KOR/179(2005.2.7)∼349(2009.10.16)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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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정무역현안 제기 사항

  SPS 원회에서 우리나라가 특정무역 안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내역(12

건)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1.  SPS 원회에서 우리나라에 한 특정무역 안 제기 건수  조치 결과

제기연도 상 조치 제기국 해결여부

1995년
유통기간문제(생수, UHT우유)

호주, 캐나다, 

미국
해결

수입 차  행문제 미국 해결

1996년 규정 번역문제(번역문 미제공; 한국, 일본) 아르헨티나 미보고

1997년 냉동닭고기 수입 지(리스테리아 균) 태국 해결

1999년 쇠고기 수입제한(아르헨티나 구제역) 아르헨티나 미보고

2001년
BSE 미발생국가에 한 쇠고기 수입제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아르헨티나 등)

불가리아, 체

코 등
미보고

2003년

LMO국경이동 통보 호주 미보고

최 잔류수 검사에 한 지침(수입업자 

비용부담)
미국 미보고

2004년
원 작물에 한 Septoria 통제(캘리포

니아 감귤 수입제한)
미국 해결

2007년

BSE 련 조치(캐나다) 캐나다 미보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 지역주의 

용문제
라질 미보고

2008년
가축 염병 방법개정(BSE 련 쇠고기

수입 지)
캐나다 미보고

주: 의 자료  해결 여부에 해 WTO/SPS 원회에 공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사항은 

미보고로 분류되었으나, 사실상 BSE 련 조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  

자료: WTO, G/SPS/GEN/204/Rev.10 (2010.2.10)

  구체 인 사례로 지역주의 용문제와 가축 염병 방법 개정(BSE 

련 쇠고기수입 지)에 한 논의를 살펴본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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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 화 인정  문제

  2007년 2월 SPS 원회에서 라질은 지역화(regionalization)와 련하

여 구제역청정(FMD-free)지역(산타카타리나주)에서 생산된 육류를 수출하

려 했으나 한국은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 다. 한국

이 련 국제 기 이 제공하는 수  이상의 조치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를 

지지하는 험도 평가를 제시해야 하지만 라질은 한국으로부터 어떤 자

료도 제공받지 못했으며 문제 해결을 한 어떤 양자  진 도 이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해 한국은 지역화에 한 개념을 수용하여 한국의 수입정책에 

포함시켰으나 구제역에 한 정책에는 아직 용하지 않았다고 응하

다. 한국은 구제역 발생이 한국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각한 경제  피

해를 가져올 수 있어, 라질 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열처리된 쇠고기에 

해 OIE 규정을 참고하여 험도를 평가하는 데에 념하고 있다고 응

한 바 있다.

나.  B S E  쇠고기  수입문제

  BSE 련 쇠고기 수입을 지하는 가축 염병 방법(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ct) 개정과 련하여 2008년 10월 캐나다는 한국의 

가축 염병 방법의 규정들이 과학에 근거하지 않아 동물건강과 식품안  

원칙을 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 다. 한국은 계속해서 BSE 발생경

력이 있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캐나다는 이 사안이 엄격한 과학  근거하의 기술  수 에서 해결

되기 어려운 을 유감스러워하며, 공식  WTO 분쟁 해결 차에 의지하

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편들을 고려 이라고 주장하 다. 

  이에 해 한국은 가축 염병 방법이 SPS 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

며, 이 법안이 모든 경우에 한 쇠고기 수입의 험 분석을 요함에 따라 

13 상세내역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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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한 험 분석을 재 진행 이며 캐나다의 BSE 조치도 검토 

에 있다고 응하 다. 2008년 11월 장 조사 이후 캐나다의 15번째 

BSE 사례에 한 자료를 포함하여 보다 상세한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

고 있다고 답변하 다.

2. TBT 원회에 통보한 내역

2.1. 통보현황

  2005년 이후 2010년 1월까지 우리나라가 TBT 원회에 통보한 내용은 

175건이며, 그  농식품과 련된 건수는 58건이다. 통보내역을 목 별로 

분류하면 소비자 권리보호, 공 보건, 식품안 , 건강보호 순이다.

그림 4-3.  WTO/TBT 원회 통보건수의 목 별 빈도수와 비 (05-09년)

자료: G/TBT/N/KOR/92(2005.6.13)～261(2010.1.19) 에서 농식품 련 통보건수만 상

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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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기 별로 분류하면 식품의약품안 청, 수의과학검역원, 농림수산식

품부, 보건복지부 순으로 많다<그림 4-4>.

그림 4-4.  WTO/TBT 원회 통보건수의 기 별 빈도수와 비 (05-09년)  

자료: G/TBT/N/KOR/92(2005.6.13)～261(2010.1.19) 에서 농식품 련 통보건수만 

상으로 분석

2.2. 특정무역현안 

  TBT 원회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NTM에 해 특정무역 안을 

제기한 건은 18건이며, 이  농식품 련건수는 5건이다<표 4-2>. 구체

인 사례로 식품라벨링 기  개정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한 논란의 

상세내역을 살펴본다. 

가.  식 품 라벨링 기  개정 ( G / T B T / M / 48 )

  우리나라는 G/TBT/N/KOR/192(2008. 10)로 식품 련 라벨링표  개정

고안을 통보하 다. 동 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과자류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소량 포장 제품에 해 제품명, 매 유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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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TBT 원회에서 우리나라에 한 특정무역 안 제기 건수  조치 결과

제기연도 상 조치 제기국 해결 여부

2008년 수입과일에 한 원산지 표시요건 미국, 멕시코 미보고

2009년

쇠고기 수입시 선하증권표시 여부
호주, 멕시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미보고

식품라벨링 기  개정( 양성분 표

기 의무)
국, 유럽연합 미보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식품산업진흥법, 

농식품부 고시)

호주, 캐나다, 스

스, 유럽연합, 칠 , 

뉴질랜드, 미국

미보고

비고: 1995년에 제기된 원산지표시 련제도는 무 오래되어 구체  내용이 악되지 않

았음. 2008년에는 뉴질랜드가 구머리 수입이 차별 우라고 특정무역 안 제기를 

한 바 있었으나 수산물이어서 여기서는 제외하 음.

자료: WTO, G/TBT/GEN/74/Rev.4(2009.12.23)

간, 양정보 등에 해 과자 크기에 따른 라벨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해, OEM 제품은 반드시 원 

상품 표시면에 “OEM제품”이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멜라민으로 만들

어진 장치, 용기  포장은 반드시 경고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해 국은 한국의 개정 조치는 제조비용을 증가시키며 합법  

목  달성을 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TBT 정의 조항 2.2  2.4의 의무를 수하기 해 한국은 이 조치를 

한 국제 기 에 부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다. 유럽연합도 국의 의견

에 동의하면서, 특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제품과 같은 경우 의무

으로 “OEM 상품”이라고 표기해야 한다는 은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제

한 이며 부담을 주는 조치라고 주장하 다. 한 유럽연합은 한국이 식료

품 라벨링 규정을 갈수록 번거롭게, 계속 으로 변경한다고 지 하며 식료

품의 라벨링 의무에 해 어도 6개 기 이 규제하고 있다는 을 강조하

면서 한국의 규정을 수하기 해 계속해서 라벨 표기를 변경해야 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과 측 불가능을 야기한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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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 우리나라는 이 조치가 소비자의 혼란과 혼동을 방지하기 

해 도입된 것임을 설명하고, 한 OEM 라벨링 요건은 해외에서 제작되고 

한국의 외주작업체의 상표가 표기된 상품에만 용되며, 외국계  다국  

기업의 상품이나 외국 제조업체의 상표를 달고 있는 상품에는 용되지 않

는다는 을 강조하 다.

나.  유기 가공식 품  인증제도 에 한 이의제기 ( G / T B T / M / 48 ,  49 )

  우리나라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특산물과 통식품의 품질인

증제도”를 시행하여 오다가 동법을 폐지하고『식품산업진흥법』을 새로 제

정(2008. 6)하면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하 고 2009년 2

월 TBT 원회에 통보하 다. 유기농식품인증제는 국내에서 “유기”표시를 

하고 매하기 해서는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원료에 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등 지정기 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서 

종 의 식품 생법에 근거를 둔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를 체하는 것이다. 

표시제가 폐지되고 인증제가 도입되면 해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유기가

공식품을 수출하기 해서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업체들은 비

용증가와 시간 소요 등이 발생할 것으로 상되었다. 

  우리나라의 통보에 해 미국, EU, 호주 등 6개국이 이의를 제기하 다. 

이들 나라들은 해외인증을 한국 국내에서 용할 수 있도록 동등성 인정제

도를 용해 주고, 유기농 식품표시제를 연장(2009년 말에 폐지 정)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해 우리나라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로그램이 유기가공 식품의 

질  향상과 생산 장려, 소비자 보호를 목 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2010년 1월 1일부로 유기농 제품은 이 규정을 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하 다(후에 1년 시행연기). 한 이 로그램이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

는 자격인증 시스템과 본질 으로 유사하다는 을 언 하며 자격인증 검

사 의 수에 한 요건 수정을 고려 이라고 답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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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제기한 우리나라 무역장벽 사례

  미국의 2010년도 우리나라에 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제기한 SPS와 

TBT 련 사례는 <표 4-3>과 같다. 식용타르색소 사용 지, 쇠고기 수입, 

메틸 로마이드 훈증, LMO 법,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에 해 언 하고 

있다.

표 4-3.  미국이 제기한 우리나라의 무역장벽 사례

분 야 주요 내용

SPS

ㅇ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 식용타르색소 사용 지 련, 동 방안

이 추진 보류되었음을 설명

ㅇ 쇠고기 련, 고  냉장육 수입 증가 등 미국산 쇠고기에 한 

신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쇠고기 교역 정상화를 한 

지속  의 의지 표명

ㅇ 체리의 메틸 로마이드 훈증 요건 련 식물검역 당국간 의 

황 설명

ㅇ ‘불검출 농약 목록 신설’ 련 기존 최 잔류허용기 (MRL) 목

록 유지  농약잔류허용기  설정을 하여 우리 정부와의 의 

의지 표명

ㅇ LMO법이 카르타헤나 바이오안 성 의정서의 규정보다 높은 수

의 규제를 한다고 우려 표명

TBT

ㅇ 유기가공식품인증제와 련, 미측의 요청에 따라 2009년 12월 농

식품부는 동 제도에 따라 인증받지 않고서도 해외 유기식품의 

매를 2011.1.1까지 허용하도록 하 으나, 동등성 인정 등 장기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제시

ㅇ GMO 표시제 확  련, 2008년 10월 식약청이 제안한 법령 채

택 여부에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아직 미정임

자료: 미국 무역장벽보고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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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

  첫째, NTM 통보는 사 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입안되고 시행되

어야 하며, 무 하게 통보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수입쇠고기에 

한 선하증권 표시 의무화 사례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부령 개정사항으로 

2009년 3월 18일 통보하면서 2009년 6월 22일 시행된다고 하여 이의제기

를 받았고, 결국 시행을 연기하 다. TBT 정문에는 최소한 60일의 의견

제시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SPS 정문에도 긴 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SPS 규정의 공표와 발효사이에 합리 인 시간  간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NTM 조치 도입시 국제 기 과의 조화 여부에 해서도 사 에 

면 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유기가공식품인증제에 한 조치

는 국제 기 인 동등성 인정을 간과하여 통상문제로 비화된 사례이다. 결

국 국내 시행문제는 연기되고 그동안 동등성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인증기  지정기 을 국제기 에 맞게 개편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추진되

고 있다.

  셋째, NTM조치 도입 시에는 사 에 향분석을 거쳐야 하며 특히 험

평가, 국제 규정 검토, 비용/편익분석 등이 철 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이는 SPS 문가 외에도 통상법 문가, 경제학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

하는 T/F 등을 구성하여 극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제심사를 

한 규제 향보고서에는 규제의 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분석을 하도록 하

고 있으나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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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련 비 세조치 에서 표성이 있고 

 최근의 국제  추세와 련하여 요하다고 단되는 사례 4가지를 선

정하여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농식품 련 NTM 조치는 크게 

별하여 표시제와 검역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

서는 표시제에서 2가지 사례(GMO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검역에서 2가

지(감귤수출재개, 지역화)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축산물(쇠고기 원산지 표

시제, 돼지고기 지역주의)과 농산물(GM 농산물, 감귤 수출재개)을 골고루 

선택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 다.

1. GM 농산물 표시제

1.1. 국내 GM 농산물 현황

  GM 농산물에 한 표시제 분석을 하기 에 GM 농산물이란 무엇인가에 해

서 언 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인구는 1999년 60억 명에서 2050년에는 90억 명

으로 증가될 것으로 상되며, 경작 가능한 토지는 제한 이라는 에서 일반 작

물의 생산증 가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

안의 일환으로 두된 것이 유 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14 작물이다. 

물론 인체에 미치는 잠재  험가능성과 같은 생명공학 농산물 자체의 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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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새로운 내성을 가지는 미생물, 병충해 출 을 발시키는 주변 환경에 미

치는 부작용은 여 히 내재되어 있다. 

  유 자변형(GM)식품이란 유 자변형 작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허가된 유 자변형

콩, 옥수수, 면화, 유채(캐놀라),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식품첨가물 등이 이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재 ｢식품 생법｣에서는 유 자재조합 식품을 생물

의 유 자  유용한 유 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명체의 유 자와 결합시키

는 등의 유 자변형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

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는 식품첨가물로 정의하고 있다. GMO 

련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GMO 련 용어 정의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 생물의 유 자  유용한 

유 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 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

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의 생물체

∙GM 작물(유 자변형 작물) : GMO 에서 인간이 재배하는 작물을 

말하며, 미생물일 경우 GM 미생물

∙GM 식품(유 자변형 식품) : GMO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

품 는 식품첨가물

∙LMO(Living Modified Organism) : 국제연합환경 계획(UNEP)을 

심으로 환경과 련된 국제회의에서 ‘살아 있는 유 자 변형생물체’ 

란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GMO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르는 환경안

정성을 염두에 둔다면 ‘살아 있는 GMO’임

14 GM의 우리말 번역으로는 유 자 조작(NGO), 유 자 변형(농림수산식품부), 유

자재조합(식약청)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식약청의 

정의를 참고하 지만, 용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용하는 ‘유 자 변형’을 사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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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GM 농산물 안 성 검사 황을 통해 우리 나라 농산물 시장에서

의 GM 농산물의 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010년 2월 기 으로 용도승

인 항목이 포함된 유 자변형 식품에 한 안 성 검증은 심사가 완료된 

건수는 74건(유 자변형첨가물 14건, 유 자변형농산물 60건)이다. 유 자

변형농산물  수입 승인된 품목은 49건이고, 기타15로 승인된 품목은 11

건16이다. 유 자변형 표시 상 식품  국내에서 승인된 유 자변형 식품 

 건수로 악된 바로는 GM 옥수수가 원료로 사용된 식품이 50% 이상

이며, 면화, 캐놀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5-1.  유 자 변형 표시 상 식품 수입 승인 황

15 용도승인 종류 : 수입, 개발, 생산, 기타. 
16

 2010년 기 으로 개발, 생산에 해 승인된 품목은 없으나 기타로 승인된 품목

은 11건이 있음. 기타 : 상업  수입, 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 수입, 생산의 승인

을 새로이 받아야 함. 비의도  혼입에 해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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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GM 표시제 운용 현황

  국내의 GM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권리

를 보장하기 하여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해 유 자 변형 식품에 표시를 

하게 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농산물품질 리법에 따른 유 자변형농산

물 표시요령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7-43호를 그 법률  근거로 두

고 있으며, 가공식품은 식품 생법에 따른 유 자 변형식품의 표시기 (식

품의약품안 청 고시 제2009-83호)을 따르고 있다. 정부는 1999년 “농산물

품질 리법”을 개정하고 2000년에 ‘유 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고시, 

2001년 7월 두, 옥수수, 두나물에 하여 표시제를 처음 시행하 다. 

  GM 표시 상품목은 “농산물품질 리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농림수산

식품부 장 이 고시한 품목’이었으나 2007년 6월 ‘식품의약품안 청장이 

식용으로 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개정되었다. 

  재  세계 으로 유통되고 있는 GM 작물은 콩, 옥수수, 감자 등 약 

50여 개 품목인데 이  국내 유통되고 있는 GM 제품은 7개 작물(콩, 옥

수수, 면화, 캐놀라, 알팔 , 사탕무, 감자), 식품은 39개 품목에 이르고 있

다.  세계 으로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탕무, 알팔 , 감자, , , 멜론, 라디치오, 토마토, 호박, 야, 아마 

등도 개발되었다. 

  GM 농산물은 국내에서 재배는 되고 있지 않으며 모두 수입을 하고 있

다. 표시제 시기는 각기 다른데 콩, 옥수수, 콩나물의 경우 2001년 3월부터 

표시제를 실시하 으며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한 27개 

품목의 가공식품에 해서는 2001년 7월부터, 감자는 2002년 3월, 감자 가

공품은 2002년 7월부터 의무표시제를 실시하 다. 자세한 상과 규정은 

<표 5-1>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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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표시 상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농산물
○ 식약청이 승인한 모

든 GM 농산물

○ GM농산물과 구분 리된 농산물

  - 구분유통증명서 는 정부증명서 제출

     ※ 3% 이하는 비의도  혼입치로 인정

가공식품 

건강기능

식품

○ GM 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모든 

식품

○ GM 농산물과 구분 리된 농산물을 사

용한 경우,

  - 구분유통증명서 는 정부증명서 제출

     ※ 3% 이하는 비의도  혼입치로 인정

○ GM 농산물을 사용하 어도,

  - GM 농산물이 함량 5순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최종제품에 GM 성분이 남아 있지 않

은 경우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맥주, 스키,  

 랜디, 리큐르, 증류주, 기타 주류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http://gmo.kfda.go.kr/gmo04/gmo04_01.jsp)

  외국의 경우 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20여 개국이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학  검증과 사회  검

증을 병행하여 운 하고 있다. 사회  검증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과정

에서 GM 농산물의 혼입 방지를 해 종자의 구입·생산·보 ·운반·선별·선

 등의 과정에서 구분하여 리하 음을 포함하는 구분유통증명서 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

는 것을 말한다. 과학  검증이란 과학  검사법을 이용하여 정성  정량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공통 으로 표시 상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유 자 변형 

표시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표시된 제품은 해당 기 에 통보되어 유통 과

정에서 사후 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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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주요 국가의 GM 식품 표시 리 비교

한국 일본 유럽연합 미국

표시 근거 검사 가능 검사 가능 원료 사용
의무표시

제도 없음

비의도  혼입치

(농산물에 한함)
< 3% < 5% < 0.9% -

표시 상

- GM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

- GM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

모든 식품 -
- 원료 함량 상

 5순  이내　

- 원료 함량 상

 3순  이내, 

5%이상

사후 리 방법
서류 확인 

분석검사

서류 확인

 분석검사

이력 추

제
-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http://gmo.kfda.go.kr/gmo04/gmo04_01.jsp)

1.3. 국내 GM 농산물 수입 및 유통 실태

  국내에 수입되는 GMO 련 식품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두와 

옥수수의 수입 황 추이를 보면 1995-2008년 사이에 두와 옥수수의 

량은 큰 변화없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옥수수 수입 총 액은 

최근 큰 증가를 보인다. 옥수수 련 품목은 사료용, 가공용, 팝콘용이 포

함되어 있고, 두 련 품목은 콩나물콩, 사료용, 가공용 등이 포함되어 있

다. 2008년 기 으로 옥수수는 900만 톤, 20억 달러 정도이고 두는 280

만 톤, 8억 달러 정도 수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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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옥수수와 두 수입 황

(단 : 백만$(좌), 톤(우))

  2008년 기  체 수입량  유 자 변형 표시 상 식품의 비 은 옥수

수의 경우 량으로는 15.7%, 액으로는 17.8%이고 이  50% 정도가 

유 자 변형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 두의 경우 량으로는 약 42.7%, 

액으로는 90% 이상이 유 자 변형 표시 상 식품이고, 이  75% 이상이 

유 자 변형 표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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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옥수수, 두의 수입 비 유 자 변형 표시 상의 비율

(단 : 톤, 천$)

연도
옥수수 량 
(비 )

옥수수 액
(비 )

두 량
(비 )

두 액
(비 )

2006
1,853,640  286,470 1,130,343  321,329 

(0.214) (0.227) (0.401) (0.421) 

2007
1,951,837 553,791 1,306,591 469,221 

(0.228) (0.304) (0.461) (0.657) 

2008
1,412,858 503,027 1,204,331  736,485 

(0.157) (0.178) (0.427) (0.916) 

  유 자 변형 표시 상 식품에 해 보다 자세한 내역은 <표 5-4>에서 

설명하고 있다17. 가공식품까지 포함한 체로 보면 량, 건수, 액 면에

서  2006~2007년에는 증가하 으나 2007년 이후에는 표시 상 식품 수입 

감소 추세가 있다. 주목할 만한 은 2008년의 액의 증가는 농산물 가격

의 폭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7 2009년은 6월말까지 자료를 취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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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GMO 표시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 

1.4.1. GM 농산물 수입과 표시제

  NTM 효과 분석을 한 첫 번째 사례 연구로 일반 으로 소비자의 선호

가 낮은 수입 GM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표시제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물량 에서 GM 비율이 높은 두를 

상으로 하 다. 옥수수의 경우 수입의존도는 99% 정도 되고 수입 물량

의 GM 표시 상 비율은 낮은 편이고, 두의 경우 수입의존도는 70% 

정도이고 수입량의 40% 이상이 GM 표시 상이다. 옥수수의 GM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 인 생각과 다른 이유는 옥수수의 경우 가공 과정에서 

열처리 등을 통해 남아 있는 GM 성분이 표시 상 3%보다 낮기 때문에 

체 수입 물량  표시 상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비 세

조치(GM 표시제)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국내 시장에서 GM 

농산물과 Non GM 농산물이 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작물이 합하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소비자 조사를 통한 WTP를 이용하여 효과를 추

정하는 데 을 둔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비용편익 분석 방법에 기 하

여 필요한 라미터들은 차용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할 것이다. 시뮬 이

션을 신뢰도를 높이기 해 기값 설정에 있어 기존 추정치들을 이용하

다. 2장에서 설명한 비 세조치의 경제  효과를 구하는 방법론  가격, 

수량 심의 분석을 행하기에는 GM 두의 시장이 가시 이지 않다는 한

계가 있다. 즉 GM 두의 가격, 공 량, 수요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 

에서는 계량 분석, 탄력성 추정을 이용한 분석보다는 사  CBA 모델 

설립 후 시뮬 이션을 통해 어떠한 라미터들이 어떻게 후생에 향을 미

칠 것인지에 한 분석을 할 것이다. GM 농산물 표시제에 해 Hobbs 

and Kerr(2006)의 비용편익 분석을 기 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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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GM 농산물 표시제 시뮬 이션을 한 가정

  본 연구의 시뮬 이션을 진행하기 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차용하 다. 첫째는 GMO 수입 이후 국내 가격 

변화가 있음을 가정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유 자 변형(GM)식품 표시제

도에 따른 공 측면에서의 향으로 GM 원료에서 Non-GM 원료로의 교

체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 구분유통비용 발생, 시험검사비용 증가, 포장지

재고폐기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하 다. 

진 정(2008)의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는데, 

① GM 원료에서 Non-GM 원료 교체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에 한 분석

② 구분유통에 따른 비용분석

③ 설비/기계 교환비용

④ 시험검사비용 등 조사 분석

⑤ 1차  최종 가공

⑥ 포장지재고 폐기비용이 구체 인 항목이다. 

  두 번째 가정으로는 유 자 변형(GM)식품 표시제도에 따라 가격이 상

승함으로써 기존 시장의 옥수수, 두 수요가 감소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

출하게 될 것이라는 이다. 이러한 수요는 유 자 변형 여부에 상 없이 

가격 차별에 의해 선택을 하는 수요군이다.

  세 번째 가정은 시장 분리에 한 것이다. 표시제로 인하여 완벽한 시장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새로운 시장의 수요 탄력성은 실 으로 수요곡

선의 추정을 기반으로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조사된 

WTP를 차용하여 새로운 시장의 수요 탄력성을 유추할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많은 지불의향(WTP)18이 조사되어 왔기 

18
 WTP의 이론  고찰: WTP의 추정치는 random utility model에서 출발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해 돈을 지불할 때의 효용과 그 제품을 사

지 않았을 때의 효용이 다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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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 연구의 GM 제품 사례 연구에서는 별도의 설문조사를 행하지 

않고, 기존 추정치들을 이용할 것이다. 권오상 외(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경우 GM 비 Non-GM의 지불 의사액이 3.8%, 주부의 경우는 

256.2%라고 하고 김태균(2004)의 연구에서는 콩나물의 경우 80.1% 추가

지불 의향이, 옥수수 식빵의 경우 91%로 나타난다고 조사하 다. WTP에 

의한 Non GM 식품에 한 가격 리미엄은 상 가격의 변화로 시뮬 이

션에 반 하 다.

1.4.3. 시뮬 이션을 한 모형과 결과

  국내의 표 인 GM 식품인 두에 해서 수요 곡선을 추정해야 하는

데, 일반 인 수요 추정을 용하기에 자료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GM 

두와 Non-GM 두를 구분하여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의 방식으로 

자료를 도출하고 필요한 라미터들에는 범 를 두어 시뮬 이션의 신뢰

도를 높이도록 한다. 가상의 GM 시장 수요를 한 제로 GM 두와 

Non-GM 두는 체재로 보고 기존의 시장에서 표시제에 의한 비용 상승

은 모두 가격에 반 이 될 것이라 가정한다.

 ≤

  Non GM 제품, y에 해서 만약 y가 0이면 표시가 있지 않은 제품이고, y가 1

이면 표시가 있는 Non GM 제품임. 이 효용함수는 찰되는 부분과 찰이 되

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즉 간  효용함수 V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효용의 차이를 random utility를 사용하여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음.

≤
≥    ≤   ≤이므로 응답자가 ' '라

고 답할 확률 p는 F(WTP)이고 그 지 않을 확률 1-p는 1-F(WTP)가 됨. 따라

서 logistic 분포를 가정하면 odds ratio는 log

  ′ . 결국 

  이항선택 모형에서, latent variable WTP는 다음과 같이 표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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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진행될 CBA 구조는 다음과 같다.  시장에는 2

가지 유형의 소비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그림 5-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소비자는 선호에 따라 소비자 1 유형과 소비자 2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소비자 1 유형은 표시제로 인해 Non-GM 식품에 반 되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Non-GM 식품의 소비를 이고, GM 식품의 소비를 늘리

는 타입이다. 시뮬 이션에서는 체의 α만큼이라고 가정하 다. 소비자 2 

유형은 표시제로 인한 Non-GM 식품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Non-GM 식

품 소비만 일 뿐 GM 식품은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들이다. 따라서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시장의 수요는 감소(D→D2)하고 일

부 소비자들로 인한 새로운 시장(GM 식품)이 나타나고 후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림 5-3.  2가지 유형의 소비자와 시장분리

(a) 첫 번째 유형(GM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

GM

Non GM

소비자1의 무차별곡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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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두 번째 유형(GM 농산물을 사지 않는)의 소비자

GM

Non GM

소비자2의 무차별곡선

  국내 두 시장을 가정한 시뮬 이션을 한 GM 두의 수요 곡선 가

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4>에서와 같이 S1과 S2+V를 비교하기 해서 

기존의 수요 곡선 D(     )는 표시제 이후 수요곡선 

D2가 될 것이다. 완벽한 시장 분리 상황에서 새로운 GM 시장의 수요 곡

선 ′ ′  ′ ′이다. 시뮬 이션에서는 ′에 해 3가지 

시나리오를 용하 고, ′은 기존의 시장에서의 와 식 (5.1)에서 나타내

는 계를 가진다.

 ′
       ′  

   (5.1)

  시뮬 이션을 한 라미터로는 우선 GM 식품(가격이 낮은 제품)에 해 

선호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비율인 α가 있다. α 값은 비율을 의미하는데 

시장 체에서 GM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의 비율을 말한다. 즉, 10~90%의 

비율로 시장에 GM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은 

GM 식품의 Non-GM 식품에 한 상  가격을 의미한다. 즉, Non-GM 농산

물 가격에 비해 GM 농산물의 가격이 10%일 때부터 90%까지를 가정하 다. 



우리나라 비 세조치 주요 사례별 경제  효과 분석 91

재 두의 수입가격은 $0.46/kg이고 국내산 백태의 산지가격은 3,700원

/kg이므로 그 비율범 를 반 하 다. 은 수요탄력성인데 기존 제품 시

장에 한 수요 탄력성의 상  변화이다. 

그림 5-4.  표시제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a) 표시제 이 의 소비자와 국내생산자의 후생(S1)

       (b) 표시제 이후의 소비자와 국내생산자의 후생(S2+V)



우리나라 비 세조치 주요 사례별 경제  효과 분석92

  시뮬 이션을 통해 후생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 본 사례 연구의 목

이므로 <그림 5-8>19은 후생의 변화(S2+V-S1)를 나타내었다. 은 
보다 탄성치가 같은 경우, 더 탄력 (2배)인 경우, 덜 탄력 (1/2)인 경우의 

3가지 경우로 나 어, 각각의 경우에 의 가격별, α의 비율별로 후생변

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5-5.  순후생(net welfare)의 변화

(a) 새로운 시장(GM 농산물)의 수요탄력성이 기존 시장과 같을 경우

0 
20%

40%
60%

80%
100%

0
25%

50%
70%

90%
-50

0

50

100




순후생변화

19 MATLAB 7.0.1 by MathWork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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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새로운 시장(GM 농산물)의 수요탄력성이 기존 시장보다 탄력

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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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0
25%

50%
70%

90%
0

100

200

300



순후생변화



(c) 새로운 시장(GM 농산물)의 수요탄력성이 기존 시장보다 비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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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후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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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시장분리 덕분에 생긴 새로운 시장의 수요곡선(GM 농산물)에 

한 가격탄력성이 기존 시장의 그것과 같다고 가정할 때<그림 5-5, a>, 

GM 농산물에 해 무차별 인 소비자들이 많고 음에 상 없이 GM가

격이 낮으면 후생의 차이가 커진다. 하지만, 그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무차

별 인 소비자가 시장에 을 때보다 많을 때 후생의 변화 정도가 크다. 

GM 농산물의 가격이 Non-GM 농산물의 가격과 큰 차이가 없을 때에는

(Pgm이 높은 경우) 무차별 인 소비자가 시장에 많다 하더라도 후생 차이

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여기서 후생의 차이라 함은 차이가 클수록 표시제 

이후의 후생이 표시제 이 의 후생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GM 농산물 시장의 수요탄력성이 <그림 5-5, b>에서처럼 기존 시장보다 

탄력 인 경우에는 비 세 조치인 표시제 덕분에 사회  후생이 매우 좋아

졌다고 볼 수 있다. GM 농산물의 가격이 낮을수록(Non-GM 농산물의 가

격과 차이가 큼), 시장에 무차별 인 소비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값은 

높아진다.

GM 농산물 시장의 수요탄력성이  <그림 5-5, c>처럼 기존 시장보다 비

탄력 인 경우에는, GM 농산물의 가격이 높을 때에는 무차별 인 소비자

가 많을수록 후생의 차이(S2+V-S1)은  감소한다. 즉, 가격이 높기 때

문에 새로운 시장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증가가 감소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 세 조치(표시제)로 인해 오히려 사

회  후생이 감소 할 수도 있음을 보여 다. 

  시뮬 이션 결과 W의 벨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 

탄력적≫비탄력적20을 알 수 있다. GM 농산물에 한 수요가 가격에 더

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가격이 낮을수록 GM 농산물에 한 수요가 커지

고 새로운 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후생이 커질 것이다. 

  순후생의 변화(S2+V-S1)는 국내 콩의 수요탄성치, GM 농산물을 살 소

비자의 비율(), GM농산물의 가격과 Non-GM 농산물 가격의 비율에 따

라 달리 계산된다. 국내 콩의 수요탄력 추정치를 -0.19(KREI 2009)라고 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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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가격차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26.36 29.08 31.58 33.83 35.79 37.44 38.74 39.68 40.25

20% 18.77 20.24 21.7 23.08 24.35 25.45 26.34 27 27.4

30% 11.57 12.14 12.91 13.78 14.67 15.49 16.19 16.73 17.06

45% 4.73 4.78 5.24 5.94 6.75 7.57 8.31 8.88 9.25

60% -1.72 -1.83 -1.34 -0.46 0.6 1.69 2.68 3.46 3.95

70% -7.79 -7.7 -6.8 -5.41 -3.79 -2.15 -0.69 0.45 1.18

80% -13.49 -12.82 -11.16 -8.91 -6.41 -3.96 -1.8 -0.13 0.93

90% -18.8 -17.2 -14.41 -10.95 -7.26 -3.73 -0.66 1.71 3.19

면 <표 5-5>에서처럼 만일 GM 농산물을 살 소비자가 50%이며, GM농산

물의 가격이 Non-GM 농산물 가격의 20%일 때 S2는 15.154, V는 84.741

이고 S1은 75.547이 되며, 따라서 순후생의 변화는 24.35가 된다.

표 5-5.  GM 농산물의 수요곡선이 Non-GM보다 비탄력 인 경우 후생 변화

1.5. 연구의 한계점 및 시사점

  GM 농산물에 한 표시제에 한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무

엇보다도 완벽한 시장 분리에 한 가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두 시장 같

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수입이고 수입량의 40% 이상이 GM 식품 표시 

상이기 때문에 공 자 단계에서는 시장 분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하지만 소비자 단계에서는 GM 식품에 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표시제로 인한 시장 분리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따

라서 GM 식품에 한 수요추정치 혹은 균형 가격을 정확하게 입하여 

경제  효과를 구하기는 한계가 있다.

  시장이 분리가 되었음을 가정하고, 체재로의 GM 농산물 역할을 용

하여 기존 시장의 수요추정치, 산지 가격 등 상  라미터들을 입함

으로써 후생의 변화, 즉 경제  효과를 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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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을 GM 농산물에 거부감이 없는 소비자와 거부감

이 있는 소비자로 구분하고 그 비율을 달리하 다. 거부감이 없는 소비자

들 역시 GM 식품의 가격 수 에 따라 소비 행태를 달리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 수 을 Non-GM 식품에 비해 아주 낮은 수 부터 90% 수 까지 

라미터를 조정하 다.

  결과 으로 GM 표시제는 기존 시장의 Non-GM식품의 상  가격이 높

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후생이 매우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이때 새로운 시

장에서 나타나는 후생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체 으로 후생이 감

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뮬 이션한 결과 실 으

로 GM 식품의 가격이 Non-GM 식품의 가격보다 히 낮기 때문에 

부분의 사례에서 표시제를 하는 경우가 체 사회  후생(소비자 후생+생

산자 후생)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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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귤 미 수출재개21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 미국에 감귤을 수출하 으나 수출화물에서 감귤

궤양병이 발견되어 2009년까지 수출이 지되었다. 그런데 최근 한-미 검

역 회의에서 다시 수출을 재개하도록 의됨에 따라 2010년 말부터 수출

이 재개될 것으로 상되어 외국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한 비 세조치의 

완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비

용·편익분석을 한 구체  항목들의 실제 수치들을 용하 다. 

2.1. 감귤 대미 수출 관련 협의 경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감귤의 미 수출 련 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1995년 8월 ‘수출 과수원에 감귤궤양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리한

다’는 검역약정을 체결하고 감귤 미 수출 개시

- 리조건: 감귤궤양병 무병지구 지정, 재배지 검사, 박테리오 지

테스트, 한․미 검역  합동 수출검사 등

○ ’02. 12. 미 수출용 감귤에서 감귤궤양병이 검출되어 미수출 단

- '02년 총 7건 검출: 선과장에서 3건, 수출된 21건  4건에서 발견.

'02년의 경우 수출 단 직 까지 미국으로 1,600톤 수출 

○ ’02. 12~’07. 12. 미국 측과 수출재개 방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제주도 

수출단지에서 감귤궤양병이 박멸되지 않고, 감귤궤양병에 한 양측

의 입장 차이로 진 이 없었음 

- 다만, 우선 감귤궤양병이 정착할 수 없는 알래스카주에 한해 수출

21
 우리나라 감귤의 미 수출재개 문제는 엄 히 말하면 미국의 NTM이지만, 여

기서는 검역문제와 련하여 국내의 요구사항이 해결된 사례라는 상징  의미

가 있어서 분석 상에 포함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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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상을 추진하여 미국측이 수입허용(’07. 12.)

- 병이 없는 과일 선별, 세척 등 일반 인 선과 차만을 거쳐 '08년 

1건(18톤)을 알래스카로 수출

○ ’08. 4. 미국 본토의 감귤 비생산지역(43개주)으로 수출재개를 허용

해  것을 미측에 재요청

- ’07.11. 미국 정부가 감귤궤양병이 분포하고 있는 로리다산 감귤

류의 미국 내 이동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한국산 감귤에 해서도 

동등한 수 의 조건으로 수출 재개 요청

○ ’08. 11. 한-미 식물검역회의 시 미측은 비 험분석(PRA)이 완료되

는 로 한국산 감귤의 수입을 허용하기 한 규정제정 차를 신속

히 진행하겠다고 답변

○ ’09. 8. 4. 미측에서 비 험분석 결과 제시, 감귤궤양병에 한 

험 리방안 요구

○ ’09. 10. 19. 우리측에서 감귤궤양병 험 리방안 미측에 제공

- 과수원 방제, 이병과 선별, 표면살균, 육안 병징검사, 5개 주는 수

출제외 등 로리다산 감귤류의 미국 내 이동조건과 동등한 내용

○ ’09.10.22. 미측에서 감귤궤양병 발생지역산 과실에 한 미국 내 이

동요건 추가 완화

- 최근 과실을 통해서는 감귤궤양병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이를 근거로 미측은 “병징이 없는 

과실(살균 여부에 상 없이)뿐만 아니라 병징 있는 과실도 살균제 

세척을 포함한 선과 과정을 거치면 감귤궤양병 유입에 있어 역학

으로 요한 경로가 아닌” 것으로 결론

- 표면살균처리만 하면 미국 내  지역으로 이동 허용[상업  감귤

생산지역(5개주)으로도 반입 허용]

- 감귤궤양병징에 한 검사요건 삭제

※기존에는 과실을 검사해서 병징이 없는 것만 이동 허용

○ ’09. 11. 23 미측의 완화된 요건을 토 로 우리측 리방안을 미측에 

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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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표면 살균하여 미국  지역 수출 허용 요청

○ ’10. 1. 11. 미측에서 비 험분석 평가서 업데이트(감귤더뎅이병 추

가)  험 리방안 제시(우리측 요구사항 반 )

* 미측이 제시한 험 리방안(미국  지역 수출 허용 조건)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승인․등록된 상업용 선과장에서 선과

- 과실 침지소독

- PC에 소독처리 사항  검사결과 감귤더뎅이병 미발견 부기

- 1인치 미만의 기를 제외한 잎, 가지  식물부  미포함

- 상업용 화물만 수출

○ ’10. 1. 21. 우리측에서 상기 리방안에 동의함을 통보, 신속한 입법

차 진행 요청

2.2. 대미 수출재개의 비용과 편익

2.2.1. 수출재개시 추가 비용 추정

  수출을 재개하기 해서는 NPQS의 사  확인을 받아 등록된 선과장만 

미 수출에 참여하되, 선별 과정에서 과실에 부착된 1인치 미만의 기를 

제외한 잎, 가지 등 식물성 잔재물, 이병과, 손상과를 제거하고, 3가지 용액

 한 가지 방법으로 침지하여 과실 표면을 살균해야 한다.

• 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2분)

• 1.86~2.0% SOPP용액(1분)

• 85ppm peroxy acid(1분)

  한편, 포장상자에는 과실명, 생산지역, 생산자  선과장 명을 표시하고, 

상기 요건의 이행상황에 해서 NPQS 검역 이 리, 감독한다. 한 식

물 생증명서 발  시에는 소독처리 란에 과실 표면살균에 사용한 약제

명, 처리농도  시간을 기재한다.

   추가소요 비용은 제주 상가 수출단지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1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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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로 계산되었다. 구체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침지시설물 설치(A) : 2000만원/2000톤 = 10원/kg

   (시설 설치비 2000만원, 10년간 사용, 연간 200톤 생산 가정시)

•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B) 2만원/200톤 = 0.2원/kg 

• 상 추가 비용(=A+B) : 10.2원/kg 

2.2.2. 수출 재개 시 수출물량 추정

  우리나라의 감귤 수출물량은 연도별 기복이 심한데 2002년도엔 8,763톤

을 수출한 바 있고 그 이후 차 어서 최근에는 3,000톤 내외를 수출하

고 있다. 미국에는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연간 200～1,610톤의 감귤을 

수출한 바 있고 그 이후는 단되었다.

그림 5-6.  감귤의 연도별 수출 실

단 : 톤

비고: 감귤(신선/건조) (HS-805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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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재개 시 수출 가능 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002년도 미 수출물

량(1,610톤)은 미국내 오 지 생산 5개주(캘리포니아, 로리다, 텍사스, 애

리조나, 루이지애나) 이외의 지역에 수출된 물량이다. 이번 수출재개 시에

는 5개주에도 수출이 허용되므로 미국내 주별 한국 교포수를 비교하여 수

출가능물량을 추산하면 2,600톤 정도로 상된다.

표 5-6.  미국내 주별 한인 교포수

주 한인인구 분포비율

캘리포니아 422,414 31%

택사스 60,297 4%

로리다 24,349 2%

애리조나 10,235 1%

루이지애나 2,910 0%

소계 520,205 39%

5개주 이외의 합계 823,311 61%

미국내 총 한인수 1,343,516 100%

출처: 미국 연방센서스국 2007 American Community Survey

  우리나라의 감귤생산량은 70만 톤 내외로서 (2009년에는 75만 3천 톤, 

2008년에는 63만 6천 톤) 수출물량이 재 3천 톤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재개되어 5,600톤으로 증 된다 하여도 수출비 은 1% 미만으로 낮은 편

이어서 큰 향은 주지 못한다.

2.2.3. 모델 설정   결과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그림 5-7>에서와 같이 미국 수출재

개로 미국 수출이 Qf2 - Qf1만큼 늘어나고, 국내 감귤가격은 P1 에서 P2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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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미 수출재개로 인한 국내외 시장에서의 수요ㆍ공  변화

  후생변화는 수출이 3천 톤에서 5,600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내 시장

가격이 P1에서 P2로 인상되어 소비자잉여는 (b+c)만큼 어들고, 생산자

잉여는 (b+c+d)만큼 늘어나므로 사회 체 잉여는 d만큼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재의 수출물량은 Q3 - Q1 = 3천 톤, 앞으로 늘어날 물량은 Q4 

- Q2 = 5, 600톤이 된다.

그림 5-8.  미 수출재개로 인한 후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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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에 필요한 라미터 값으로 수요탄성치는 -0.35, 공 탄성치는 0.33 

(2009 KREI-ASMO모델 추정값), P1가격으로는 2009년도 상품 평균도매

가격인 1,423원/kg, Q3 물량으로는 75만 3천 톤, Q1물량은 75만 톤을 사용

하 다. 계산 결과, 소비자 잉여는 54.3억원 감소, 생산자잉여는 54.6억원 

증가, 체 사회의 잉여는 0.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2.2.4. 시사   연구의 한계

  미 감귤 수출재개로 감귤 수출이 2,600톤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의 생산자 잉여증가 54억원은 2009년도 감귤생산액 9,065억원에 비하면 

0.6% 정도의 작은 비 이며, 특히 사회 체의 후생은 3천만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미미하게 보이지만, 후생계산에서 고려하지 못한 수출물량

에 한 높은 가격까지 고려하면 생산자 후생과 사회 체의 후생은 더 늘

어날 수 있다. 실제 2002년도의 수출가격(FOB)은 1,216원/kg이었고, 국내 

11월 평균 도매시장경락가격은 919원/kg이었다(감귤 의회자료 2002). 수

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kg당 300원 정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등은 별도의 농약 리 등 비용에 한 보  이외에도 수출품은 국내 매

용보다 품질면에서도 우수하고 수출에 따른 인센티 도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 수출증가 상물량과 수출품과 국내산에 한 가격

차이 등은 더 정 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미 수출 상물량을 교포

수비율로 추산하 지만 무 단순하게 계산된 한계가 있으며, 수출물량을 

더욱 늘리면 생산자 후생과 사회 체의 후생도 커지리라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지 출장 조사시에는 미 수출용 감귤 생산 시 비용측면에

서는 kg당 10원 정도가 추가 부담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수출용과 

국내산의 kg당 300원 차이가 나므로 비용에 한 정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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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  원산지 표시제

3.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개요22

3.1.1. 도입 경  

  시장 개방의 확 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 쇠고기나 육

우가 한우로 둔갑 매되는 부정 유통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와 육류유통의 투명성 상실은 큰 문제로 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해 1991년 7월 

1일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 으며, 이후 2000년 1월 21일

부터 단속을 의무화하 으나, 그동안 미진한 단속으로 뚜렷한 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던  2007년 1월 1일부터 300m2 이상 규모의 일반 음식 에서 구

이용 쇠고기를 매할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 으며, 최근 농산물

품질 리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 7월 8일부터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

기와 닭고기를 조리하여 매․제공하는 경우, 모든 일반음식 , 휴게음식

, 탁 식소, 집단 식소에서 원산지를 의무 으로 표시하도록 확  개

정하 으며,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하기에 이르 다.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에 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

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입육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22
 이 의 내용은 상곤 외(2010) “쇠고기 음식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제가 한

우시장에 미치는 향 분석”의 내용을 일부 이용하되, 모형의 설명변수가 다르

고 분석결과를 외국의 선행연구와 비교하 다는 에서 차별화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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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

해야 한다.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

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다만, 식육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경

우는 “수입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단속은 정기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하게 

증가하는 시기, 부정유통 신고를 수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지방자치단체에서 2009년 1～9월 동

안 지도 단속한 결과에 의하면, 지도․단속업체 522,624개소  쇠고기 원

산지 표시 의무를 반한 업체 수는 781개소이며, 이  80%가 원산지를 

허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1.2. 도입 효과 

  제도 시행 에는 육우고기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부정 유통됨에 

따라 한우고기 생산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한우고기로 유통되어 한

우고기 가격 형성에 부정 인 향을 미쳤으며, 한우고기가 아닌 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매됨에 따라 한우고기의 품질에 한 소비자의 평가도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 이 있어 왔다. 

  최근 본격 인 쇠고기 음식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라 쇠고기 수요 

환경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에 한 수입이 감소하

으며, 미국산 쇠고기에 한 소비자의 외면이 지속되자, 주요 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매장을 철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안 성과 렴성을 무기로 

하는 정육 형 식당과 한우 라자들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들은 큰 

의미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의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음식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식생활 안 을 도모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극 화시킨다. 

육류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산 육류시장을 보호하고 생산자의 경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소비자에게 수입육류와 국내산 육류의 선택 기회

를 부여함으로써 국내산 육류의 잠재  수요를 실 하여 육류의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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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진다.

  최근 허덕 외(2009)의 연구에서는 음식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인하

여 연간 301억원의 한우 수요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3,000가구의 소비자 패  데이터와 국의 530개 음식 , 

870가구의 소비자를 조사하여 쇠고기에 한 제도 도입의 효과를 계측하

다. 조사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자 한우소비 비율이 60.1%에서 63.3%로 3.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60%의 업소가 한우고기 사용 비율을 늘

렸는데, 제도 시행 이 에는 한우고기 사용비율이 46.1% 던 것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는 75.0%로 28.9%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경제적 효과 분석

3.2.1. 분석 모형

  본 모형은 음식  원산지표시제가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향을 

계측하기 해 개발되었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제2장에서의 방법론 에

서 표시제에 한 사례연구의 방법론과 유사한 비용-편익 분석의 비교정태

학 (comparative statics) 근을 취하 다. 즉, 제도 시행 과 후의 시장 

상황을 비교하여 이로부터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가 얼마인지를 분석 모형

을 통해 계측하고자 하 다. 국내 쇠고기 시장의 경우 체재에 한 정보

(가격, 수량)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수량 심의 분석을 할 수 있다. 

다만, 음식  원산지 표시제 시행이 2007년도부터인 을 감안하면 자료의 

계량분석보다는 시뮬 이션을 이용한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더 합

하다고 여겨진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쇠고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한우고기, 육우고기, 

수입쇠고기로 나  수 있다. 개발된 모형에서는 각각이 서로 다른 이질재

(heterogeneous good)이며 완 체재가 아닌 어느 정도의 체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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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정하 다.23 

  음식 원산지표시제로 인한  효과를 계측하기 해 세 가지 종류의 

쇠고기에 한 수 모형을 각각 구축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품목 간 체 

계를 모형에 명시 으로 반 하 다.24 

  국내 한우와 육우고기는 각각의 수  방정식을 설정하 다. 반면, 수입

쇠고기는 한국이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이 작아 가격 순응자

라 가정하여 수입쇠고기 공 함수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수입수요함수만

을 고려하 다. 

  제도 시행 외에 각 품목의 수  방정식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효과를 제거하기 해 다음의 변수들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첫째, 한

우고기, 육우고기, 수입쇠고기의 수요함수에 각각의 가격을 자체가격과 

체가격으로 포함하여 수요에서의 품목 간 체효과를 소거하 다. 한, 

쇠고기 수요에 향을 미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도 체가격으로 각

각의 수요함수에 포함시켰다. 둘째, 각각의 수요함수에 소득 변수를 포함

하여 소득효과도 제거하 다. 셋째, 한우와 육우의 공 함수에서 시장 가

격에 큰 향을 받지 않고 사 으로 결정되는 자연 인 도축량의 증감을 

제거하기 해 1년  1-2세 사육두수 자연증감률을 고려하여 이를 체 

공  변화분에서 제거하 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쇠고기의 수요와 공  함수, 그리고 시장 균형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방정식은 모두 7개, 식(5.2)~식(5.8)로 이루어

져 있어 7개의 변수를 내생변수로 지정하여 해를 구할 수 있다. 한우와 육

우의 방정식 수는 각각 3개씩으로 수요, 공 , 균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입쇠고기는 앞서 설명한 로, 수입수요함수만을 모형에 포함하 다. 

23
 실제 세 품목에 한 시장가격은 유통비용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다른 수 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사실을 근거로 동질재라기보다는 이질재라고 

가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 인 가정이 될 것임. 
24

 상곤 외(2010)에서는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내생변수로, 수입육류는 

외생변수로 취 하 고, 이 연구에서는 한우, 육우, 수입쇠고기를 내생변수로 

처리하 다는 에서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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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고기 수요함수 

 
              (5.2)

- 육우고기 수요함수

 
              (5.3)

- 수입쇠고기 수요함수 


                 (5.4) 

- 한우고기 공 함수


                                 (5.5) 

- 육우고기 공 함수 

 
                                (5.6)

- 한우고기 균형식

 
 


                                            (5.7)

- 육우고기 균형식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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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내생변수


 한우고기 수요량


 육우고기 수요량


 수입쇠고기 수요량


 한우고기 공 량


 육우고기 공 량

 한우고기 가격

 육우고기 가격

외생변수

 수입쇠고기 가격

 돼지고기 가격

 닭고기 가격

 소득

 제도 시행이 한우고기 수요에 미치는 향

 제도 시행이 육우고기 수요에 미치는 향

 제도 시행이 수입쇠고기 수요에 미치는 향

 제도 시행이 한우고기 공 에 미치는 향

 제도 시행이 육우고기 공 에 미치는 향

 1년  1-2세 한우두수 자연 증감률

 1년  1-2세 육우두수 자연 증감률

표 5-7.  축산물 수  방정식 변수 설명 

  이 게 정의된 이론  모형을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해 균형변

환모형(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으로 변화하면 아래와 같

은 함수 형태를 얻을 수 있다. 각각의 변수들 앞에 붙여진 E는 각 변수들

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각 변수들의 변화율은 변수들 상호 간의 탄성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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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결합으로 표 할 수 있다. 앞 방정식 (5.2)~(5.8)에 해당하는 각각의 균

형 변환식들이 아래에 순서 로 유도되어 있다. 


    


(5.2)’   


    

 
(5.3)’        


    

 

                (5.4)’


                           (5.5)’


                              (5.6)’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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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수 설  명

수요탄성치

 한우고기 수요의 자체가격 탄력성

 한우고기 수요의 육우고기 체가격 탄력성

 한우고기 수요의 수입쇠고기 체가격 탄력성

 한우고기 수요의 돼지고기 체가격 탄력성

 한우고기 수요의 닭고기 체가격 탄력성

 한우고기 수요의 소득탄력성

 육우고기 수요의 한우고기 체가격 탄력성

 육우고기 수요의 자체가격 탄력성

 육우고기 수요의 수입쇠고기 체가격 탄력성

 육우고기 수요의 돼지고기 체가격 탄력성

 육우고기 수요의 닭고기 체가격 탄력성

 육우고기 수요의 소득탄력성

 수입쇠고기 수요의 한우고기 체가격 탄력성

 수입쇠고기 수요의 육우고기 체가격 탄력성

 수입쇠고기 수요의 자체가격 탄력성

 수입쇠고기 수요의 돼지고기 체가격 탄력성

 수입쇠고기 수요의 닭고기 체가격 탄력성

 수입쇠고기 수요의 소득탄력성

공 탄성치

 한우고기 공 의 자체가격 탄력성

 육우고기 공 의 자체가격 탄력성

표 5-8.  균형변환모형 모수 설명 

3.2.2. 사용 자료

  쇠고기의 음식  원산지 표시가 면 으로 시행된 것은 2008년 7월 8

일이다. 쇠고기 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확  시행된 것은 2009년 6월 22일

이다. 따라서 쇠고기 음식  원산지 표시제의 효과만을 계측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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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확 시행 이
(’07.7∼’08.6)

제도 확 시행 이후
(’08.7∼’09.6)

변화율(%)

물량(톤) 가격(원/kg) 물량(톤) 가격(원/kg) 물량 가격

한우고기 191,671 14,019 229,603 13,737 19.8 -2.0

육우고기 46,745 8,068 47,301 7,197 1.2 -10.8 

수입쇠고기 245,474 5,904 228,054 5,631 -7.1 -4.6

2008년 7월을 기 으로 시행 후 1년간(2008년 7월~2009년 6월)과 시행  

1년간(2007년 7월~2008년 6월)을 비교하 다. 1년간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설과 추석 등과 같은 계  수요 변동 요인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쇠고기 음식  원산지 표시제 시행 과 후의 시장 균형 은 <표 5-9>

과 같다. 이 기간 동안 한우고기의 물량은 19.8% 증가했고 시장가격은 2% 

하락하 다. 육우고기의 물량은 1.2% 증가하고 시장가격은 10.8% 하락하

다. 수입쇠고기의 물량은 7.1% 감소하고 시장가격은 4.6% 하락한 것으

로 나타났다. 소매단계에서는 매되는 부 가 많고 등 도 다양하여 표 

가격을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물량과 가격 자료는 지육과 모든 

등 을 가  평균한 도매가격을 사용하 다. 

표 5-9.  쇠고기 원산지별 음식  원산지 표시제 시행 후 가격  물량 변화

주: 1. 물량은 모두 도축두수, 출하체 , 지육률을 이용하여 지육량으로 환산한 것임. 사용

한 가격은 도매가격(원/지육 kg)임. 

   2. 한우고기 물량 = 한우 도축두수×출하체 ×지육률(59%)

   3. 육우고기 물량 = 육우 도축두수×출하체 ×지육률(59%)

   4. 수입쇠고기 가격은 수입단가에 환율(1$=1,150원), 세(40%), 부 비용(5%), 이윤

(10%) 등을 용한 가격임.

자료: 도축두수는 농림수산식품부, 한우와 육우 도매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입쇠고

기 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를 각각 이용함.  

  그런데 이 효과에는 음식  원산지 표시제의 효과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한 효과도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요인들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  체재인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가격 변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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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이
(’07.7∼’08.6)

제도시행 이후
(’08.7∼’09.6) 변화율(%)

조원 조원

국민총소득 954 924.6 -3.1

제도시행 이
(’07.7∼’08.6)

제도시행 이후
(’08.7∼’09.6)

변화율(%)

가격(원/kg) 가격(원/kg) 가격

돼지고기 3,255 4,281 31.5

닭고기 2,285 3,261 42.7

효과를 제거하기 해 체 품목들의 가격 변화율을 앞에서 개발된 모형에 

입하 다. <표 5-10>를 보면, 제도 시행 에 비해 제도 시행 이후에 돼

지고기 도매가격은 31.5% 상승하 고 닭고기 도매가격은 4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체품목들의 음식  원산지 표시제 시행 후 가격 변화 

자료: 돼지 도매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닭고기 도매가격은 농 앙회 자료를 각각 이

용함. 

  다음으로 수요에 향을 미치는 소득 변화 효과를 제거하기 해 제도 

시행 과 후의 소득 변화율로 <표 5-11>의 3.1% 감소를 사용하 다.  

표 5-11.  소득 변화율(2005년 불변가격)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2010년 1월호.

  실제 분석에서 사용된 수요와 공  탄성치는 <표 5-12>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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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사용된 탄성치 

공
탄성치

수요탄성치

자체
가격

자체  체가격 탄성치 소득
탄성
치한우고기 육우고기

수입
쇠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

한우고기 0.5 -0.5 0.3 0.2 0.15 0.1 0.8

육우고기 0.5 0.3 -0.5 0.4 0.15 0.1 0.6

수입쇠고기 0.2 0.4 -0.5 0.15 0.1 0.5

주: 의 탄성치들은 연구 결과가 많지 않아 경제학  이론을 근거로 합리 이라고 단

되는 값을 선택하여 사용한 것임. 

3.2.3. 분석 결과

  의 분석모형과 탄성치들을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실시한 결과가 <표 

5-13>에 정리되어 있다. <표 5-13>은 음식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후한 

한우고기, 육우고기, 수입쇠고기의 시장균형량과 시장균형가격의 체 변

화율과 제도 시행에 따른 순 효과만을 계측한 순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우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시장균형물량은 7.7% 증가하

고 시장균형가격은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육우고기나 수입쇠고기에 

비해 양(+)의 정  효과가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반면, 육우고기와 수입쇠고기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음(-)의 

부정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시행으로 육우고기의 시장균형

물량은 0.2% 감소하고 시장균형가격은 18.3%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쇠고기는 시장균형물량이 16.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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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쇠고기 음식  원산지 표시제 시행 후 가격  물량 변화(순변화율) 

변화율(%) 순 변화율(%)

물량 가격 물량 가격

한우고기 19.8 -2.0 7.7 4.7

육우고기 1.2 -10.8 -0.2 -18.3

수입쇠고기 -7.1 -4.6 -16.2 -4.6

  매액의 개념으로 환산하면, 매액은 물량과 가격을 곱한 것으로 매

액 변화율은 물량변화율에 가격변화율을 합한 것이다. 이 개념을 이용하

면, 한우고기 매액은 12.4% 증가, 육우고기 매액은 18.5% 감소, 수입

쇠고기 매액은 20.8% 감소한 것으로 계측된다. 즉, 쇠고기 음식  원산

지 표시제 시행으로 한우 매액은 크게 증가하고 육우고기와 수입쇠고기

의 매액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3.3.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 분석과의 비교 및 한계

  COOL(Country of origin labeling, 원산지표시제)이란 식품 생산자들로 

하여  소비자들에게 그 식품에 한 원산지 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Loureiro and Umberger(2003)는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와 햄버거 제품에 한 소비자들의 지불의향이 원산지 표

시제로 인하여 시행 에 비해 각각 38%와 58%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Schupp and Gillepie(2001)도 수입품에 비해 국내산에 한 소비자들

의 지불의향이 크다는 을 쇠고기를 사례로 들어 실증 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원산지표시제의 해외사례에 한 연구는 제2장에서 언 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해외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산자들이 한우 사육농가와 육우 사육농가로 나 어져 있다. 한우의 물량

과 가격이 크게 상승한 은 Krissoff et al.(2004)의 분석결과와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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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음식  원산지표시제의 시행은 결과 으로 한우와 다른 쇠고기들과

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국내 한우 생산농가들의 후생을 크게 증진시킨 것으

로 분석되었다. 반면 육우 사육농가들은 국내 생산농가들이기는 하지만 오

히려 이들의 후생은 나빠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의 육우와 

수입육과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  원산지표시제가 오

히려 소비자들로 하여  육우 소비를 기피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

심이 들게 한다. 이 부분에 한 연구는 추후에 소비자들의 다양한 쇠고기

에 한 지불의향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편, NTM의 비용편익 분석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OECD 2009c 등)들

은 엄 한 의미에서 NTM 도입으로 인한 모든 비용(행정비용, 투자비용 

등)과 편익(소비자 건강증진, 환경증진 등)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도 이러한 비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먼  이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르는 비용에 한 분석은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비용보다는 편익 분석의 측면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 입

수가능한 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제도 시행에 따라 시장의 균형 이 어떻

게 변화하 는지를 계측하는 데 주안 을 두었다. 보다 정확한 후생변화를 

계측하기 해서는 단순히 모형을 국내 생산자(한우농가와 육우농가)와 국

내소비자로 나 는 것보다는 국내 유통단계를 잘 반 할 수 있는 보다 정

교한 모델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국내 생산자들도 한우 비육우, 한우 

번식우, 한우 비육과 번식 동시 사육, 한우와 육우 동시 사육, 육우만 사육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한, 해외 쇠고기가 국내로 유통되면서 이

를 취 하는 간 유통상인들의 후생계측을 해서는 보다 정교한 산업조

직론  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자

료의 제약으로 그러한 모델개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

에서는 각 개별 경제주체들의 후생변화를 계측하는 신에, 시장에서 각 

쇠고기별(한우, 육우, 수입쇠고기) 매액 변화를 통해 각 상품별로 수 상

황 변화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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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화 련 라질산 쇠고기 수입 

4.1. 지역화(regionalisation) 관련 논의 

4.1.1. 지역화의 개념과 국제기  

  “지역화(regionalisation)”는 농·축산물 원산지역  도착지역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검역 리토록 한 WTO의 SPS 정25의 원칙  하나

이다. 해당 병해충이 발생하는 국가라도 비발생 상태가 유지되는 지역이 

존재한다면 동 지역으로부터는 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지역

의 규모나 인정여부는 지리, 생태학  체계, 역학  찰  방역 리의 유

효성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지역화”는 병해충을 박멸하기 한 

방역기술 의 하나26로서 다수 회원국들이 활용하여 왔으나, UR 상에

서 국제 인 무역규범의 하나가 되었다.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국제식물보호 약(IPPC) 지역화 인정을 한 평

가 차  기  등 세부 기 을 제정하 다. OIE는 1992년 5월에 지역화 

인정 원칙  세부 차를 채택하고 이후 수차례 개정하 다. 특히, 4  질

병[구제역, 우역, 조류인 루엔자(AI), 소해면상뇌증(BSE)]에 해 비발생

지역에 해 국제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WTO의 SPS 원회가 개발 

인 지침에서도 OIE의 국제인증을 받을 경우 일부 평가 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IPPC도 1995년에 인정원칙을 채택하

고, 2007년 3월 세부 차를 마련하 다. OIE와 IPPC 모두 “지역” 개념을 

25
 WTO의 SPS 정 제6조(병해충 안 지역  발생이 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

 조건에의 용): 상품의 원산지역  도착지역의 병해충 발생상황에 자기 

나라의 생·검역조치를 합하도록 보장함.
26

 일정한 지역에 방역자원을 집 하여, 확산차단  조기종식을 도모하는 방식. 

체로 발생지역(반경 1km), 험지역(1~3km), 찰지역(3~10km) 등으로 구분, 

농축산물 이동을 통제하고 나머지는 청정지역(free zone)으로 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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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단 27까지 구체화시킨 상황이다. 

4.1.2. 지역화의 논의 배경과 논의 동향 

  최근 지역화 규정의 이행문제를 통상이슈화하려는 시도가 빈발하고 있다. 

아직 WTO 분쟁으로 비화된 사례는 없으나, SPS 원회에서는 지역화 인정 

건과 련한 양자 간 무역이슈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 제기 사례

로는 국(일본- 구제역), 미국( 랑스, 국 등- 고병원성조류인 루엔자), 

EC(불특정- 고병원성조류인 루엔자), 라질(일본- 과실 리) 등이 있다. 우

리나라도 남아공(1999), 아르헨티나(1999), 라질(2006~2007)로부터 구제역 

련 품목 수조치에 해 공식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WTO의 SPS 원회는 2003년부터 SPS 정 제6조(병해충 지역화 인정) 

이행을 진하기 한 지침제정을 논의 에 있다. 지역화 사항은 SPS

정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유일한 규정이다. 통보 차, 동등성지침, 

일 성 지침 등 다수의 지침을 제정하고 운용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지침안을 마련하자는 공감 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며, 남미그룹과 선진

그룹28 간 이견 조율을 해 노력 이다. SPS 정을 감안하여 지침 개발 

자체에 해서는 합의한 상황이다. OIE와 IPPC가 지역인정에 한 과학

·기술  평가 차  기 을 이미 확립하 기 때문에 SPS 원회는 행

정사항을 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침개발 주도그룹인 남미국가들은 평가 개시부터 최종 확정 시까지의 

기간 는 그 일정29을 지침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

27 OIE는 계열화 농장(구역화 compartment), IPPC는 재배포장(production site)을 

최소 인정단 로 함.
28

 선진그룹은 남미그룹의 핵심 요구사항(시한설정 등)에 해 비슷한 입장을 보

이고 있는 농·축산물 수입의존국(한국·일본· 만)과 선진수출국(미국·캐나다·호

주·뉴질랜드) 등 7개국으로 구성됨. SPS회의 시마다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해 

수차례의 별도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29 평가기간을 36개월 한도로 하거나, 이해당사국 간 평가일정을 정하여 수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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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선진그룹은 병해충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기 이 다르므로 일률

인 기간 설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 국가마다 법  체계, 험평가 

차 등이 다르고, 이는 이해당사국 간의 의 상이 아니므로 평가일정

을 정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C는 아직 특별한 반응이 없으나, 

논의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남미국가들과 유사하거나 강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망된다. 

  OIE와 IPPC는 주요 질병에 한 비발생 국제인증제 실시, 농장단  비

발생 개념의 용 확  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WTO의 SPS 원회가 

개발 인 지침에서도 이들 기구로부터 국제인증을 받을 경우 일부 평가

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망이다. 농장단  비발생 개념은 도

입 기여서 용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농장단 의 방역 리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운 병해충의 경우 용하기 힘들 것으로 망된다. 

4.1.3. 지역화 개념의 국·내외 용

  우리나라는 원칙 으로는 지역화 개념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다만, 병해

충과 상국가의 험도·특성을 고려하여 선별 으로 용한다는 입장이

다. 식물검역의 경우 과실 리류 등 모든 병해충에 해 지역개념을 용, 

일부 병해충에 해서는 “비발생 포장” 개념도 허용하고 있다. 동물검역30

의 경우, 국내 발생 는 험도 낮은 질병에 해서만 지역개념(일부는 

농장단 )을 용하고 있다. 구제역, HPAI 등 고 험성 질병과 국내 비발

생 질병에 해서는 지역화 개념을 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역화 원칙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용에 있어서는 매우 신 한 

입장이다. 지역인정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해 엄격한 험평가를 실시

한 후 불가 정 는 안(가공품 수입허용)을 제시하고 있다. 구제역과 

함으로써 의도 인 지연사태를 방지하자는 주장임. 
30

 가축 염병 방법령에 지역개념을 용할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용

할 세부 기 은 미확립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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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는 지역화 개념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라질의 요청으로 험평가

를 실시한 후에 열처리 쇠고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조류인

루엔자에 련해서도 지역화 개념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지 해과실 리

(3개지역), 오이과실 리(1개지역)에 해서는 지역화 원칙에 소극 인 입

장이다. 

  미국은 1997년 련 법령을 제정하고 모든 가축질병에 해 지역화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구제역과 조류인 루엔자 등에 해서는 소극 으로 

용하고 있는 편이다. 

  EC는 오랜 지역화 경험을 토 로 UR 상에서 지역화 인정을 주창한 바 

있으며, WTO SPS 정에 이를 반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4.1.4. WTO의 지역화 망과 국내 시행시 과제

  WTO지침이 법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화 규정의 이행

문제가 통상이슈의 면으로 부각됨으로써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으로 보

인다. 지역화 용이 본격화될 경우 인정요청은 동물검역 분야에 집 될 

망이다. 구제역과 련해서는 남아공(쇠고기), 아르헨티나(쇠고기), 라

질(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WTO의 SPS 원회에서 련 이슈를 공론화하

고 다양한 양자 의체를 통해서도 지속 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돼

지콜 라와 련해서는 독일(돼지고기)이 2002년 이후 비발생 지역인정을 

요청 에 있고, 우리나라도 2007년 4월 설문서를 보내놓은 상황이다. 고

병원성조류인 루엔자와 련해서는 미국, 국, 헝가리 등이 이슈를 제기

한 상황이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질병 발생 시 수입을 제한하지 말고, 필

요시 지역화 에서 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화 규정의 국내 시행  동물검역 분야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요구된다. 법

·제도  근거를 보다 정교하게 하고, 험평가 차  지역인정 기  마련 

등 제도개선과 함께 문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비책이 필요하다. 

  2007년 8월 3일 가축 염병 방법을 개정, 련 규정을 보완하 으나 

비발생 질병에 한 지역인정에 한 평가방법  기 을 재 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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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상 국 요청시 평가방법  기 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

에 빠른 시일 내 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험평가 업무가 폭증하는 데 비해 동·식물검역 공히 문인력이 미흡

하다. 식물검역의 경우, 2000년 험평가과(11명)를 설치함으로써 상당한 

험평가 경험을 확보하긴 하 으나 업무량에 비해 인력부족은 여 하다. 

동물검역의 경우, 2006년에서야 험평가 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문조

직  인력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문성 부족상태가 심각하다. 한·미 쇠

고기 상에서도 험평가가 핵심이었음에도 련 문가의 미확보로 

상에서의 역할이 미흡하 다. 

4.2. 한· 라질 간 우육, 돈육 수출입 련 논의 내용 

  라질은 구제역 발생 국가이지만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주가 

OIE로부터 구제역 방 종 미실시 청정지역 인증을 근거로 지역화 개념

을 용하여 한국에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수출하고자 한국정부에 수입 허

가를 요청하 다. 라질 구제역 발생상황(OIE 기 )을 보면, ’04년 소 5건 

15두, ’05년 소 38건 807두, ’06년 소 6건 30두, ’07년에 발생건수가 없는 

상황이다. 산타카타리나주는 2007년 5월 구제역 방 종 미실시 비발생

지역으로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다. 산타카타리나주는 라질 남부에 치

한 작은 주다.

  이러한 라질의 요청을 수용하여 한국 정부는 우육과 돈육의 수입 허

가 요청에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질측의 산타카타리나주산 

신선돈육 수입허용 요청건은 재 수입 험분석 3단계(답변서 검토단계)에 

있다. 라질측의 산타카타리나주산 쇠고기 수입허용 요청건은 재 수입

험분석 2단계(설문서 송부)가 완료된 상태로 라질측의 답변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참고로, 신선돈육  쇠고기 수입허용 요청과 련해서는 

앞으로 우리측의 설문서에 한 라질 측의 답변서를 검토한 후 추가 인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지조사(4단계)가 실시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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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

2단계 : 수출국 
정부에 
가축 생 
설문서 송부

⇒

3단계 : 가축 
생설문서에 
한 답변서 
검토

⇒

4단계 : 가축 
생실태 
지조사

⇓

8단계 : 
수출작업장 승인 
 검역증명서 
서식 의

⇐

7단계 : 
수입 생조건 
제정․고시

⇐

6단계 : 
수입 생조건(
안) 의

⇐

5단계 : 
수입허용 여부 

결정

그림 5-9.  축산물 수입 험 분석 차 8단계

라질산 신선 쇠고기 수입 련 자세한 경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98.12. 제2차 한․ 라질 공동 에서 쇠고기 수입허용 처음 요청

○ ’06.02.22 라질, 구제역 추가 6건 발생(’05.10 이후 총 40건 발생)

○ ’07.11.25 라질의 산타카타리나주가 구제역 방 종을 실시하지 않는 비

발생 지역으로 OIE로부터 ’07.5.29 인증받은 서류 송부

○ ’07.11.30 라질 지역화 인정 검토(통 )

○ ’07.12.14 지정검역물의 수입 험분석 요령 WTO 통보(G/SPS/N/KOR/269)

○ ’08.08.27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한 험분석 요령 고시 제정

○ ’08.11.19 한 라질 정상회담 시 라질산 쇠고기의 수입허용을 요청

○ ’08.12.03 VIP 남미순방 후속조치 지시 : 라질산 축산물 수입 험평가 진행

○ ’08.12.23 BH, 쇠고기 수입허용 요청시 외교부, 지경부, 방송  등과 

의할 것(외교부 주 토록 요청)

○ ’09.04.08. 측에 수입 험분석 차 8단계 알림

○ ’09.08.31. 산 쇠고기에 한 수입 험분석 차 개시

○ ’09.09.04. 산 쇠고기 가축 생설문서 송부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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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역화 적용에 따른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의 경제효과 분석

4.3.1. 지역화 효과의 이론  분석31 

  지역화 용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앞 의 음식  원산지 

표시제와 같은 분석방법을 용하 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가정이 포함되

었다. 첫째, 지역화의 용을 받는 수출국을 자국으로 가정하고 수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수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Rest of World)은 세계시

장으로 분류한다. 둘째, 질병 발생으로 인해 수출국은 지역화의 인정을 받

는 지역과 그 지 않은 지역의 두 개 지역으로 나뉜다고 가정한다. 지역화

의 인정을 받는 지역(Non-infected Area)은 세계시장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지만, 그 지 못한 지역(Infected Area)은 더 이상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수 없다.32 자세한 이론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  질병 발생으로 인한 시장 균형  변 화

  <그림 5-10>에서 질병이 발생하기 에 수출국은 세계시장에 상품을 수

출하여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의 균형가격은 가 된다. 세계시장에서 공

()은 수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공 의 합()과 수출국의 공

()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수출국에서 질병이 발생하여 세계시장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수출 단으로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의 균형가격은 다르게 형

성된다. 수출국은 수출할 수 없어 자 자족의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수

출국의 국내시장 균형가격은 로 하락한다. 수출 단에 따른 가격하락으

로 수출국의 공 량도 감소하게 된다. 수출국의 수출 단으로 세계시장에

서의 공 곡선은 에서 으로 이동하여 세계시장 균형가격은 으로 

31
 이 의 내용은 Loppacher, Kerr, Barichello(2006)의 연구내용을 참조한 것임. 

32
 물론 지역화의 용으로 인해 지역 간 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분석에서는 

논의의 단순성을 해 이러한 가능성은 없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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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한다. 수출국의 수출 단으로 세계시장의 공 량은 감소하고 그에 따

라 균형가격은 상승하게 된 것이다. 

나.  지역 화 용에 따른 시장 균형  변 화

  이제 지역화의 용으로 수출국에서 질병이 발생한 지역은 수출을 할 

수 없지만 지역화인정을 받은 비발생지역은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

고 가정해보자. 지역화의 인정으로 질병발생이 수출국의 지역화인정지역

과 지역화비인정지역에 미치는 향은 각기 달라진다. 그에 따라 세계시장

의 균형도 변화하게 된다. 먼  수출국  지역화인정을 받지 못한 지역에

서의 시장균형은 자 자족의 상태인 에서 시장균형이 형성된다. 반면, 

수출국  지역화인정을 받은 지역은 세계시장으로 수출을 재개할 수 있

다. 세계시장에서의 공 은 수출국의 지역화인정 지역의 공 량()과 수

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공 량()의 합인 가 된다. 

그에 따라 세계시장과 수출국의 지역화인정 지역의 균형가격은 가 된

다. 새롭게 형성된 균형가격 는 지역화 인정 이 의 균형가격 수  
보다 낮다. 왜냐하면, 수출을 할 수 없었던 일부 지역의 수출이 가능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공 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  지역 화 용에 따른 후 생 변 화 

  지역화의 인정으로 수출국과 세계시장에 참여한 시장참여자들의 후생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자. <표 5-14>에서 보듯이, 수출국  지역

화 인정을 받지 못한 지역은 “지역화 인정” 여부와 상 없이 시장균형과 

사회후생에  변화가 없다. 반면, 수출국  지역화 인정을 받은 지역은 

세계시장으로 수출을 재개하면서 지역의 균형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에 

따라 그 지역 소비자잉여는 감소(k+m+n)하게 되고 생산자잉여는 증가

(m+n+o+k+l)하게 된다. 결과 으로 수출국  지역화 인정지역은 o+l 만

큼의 순 사회후생증가분을 얻게 된다. 세계시장도 수출국  지역화인정지

역의 수출 재개로 공 량이 증가하면서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세계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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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소비자잉여는 증가(a+b+c)하게 되고 생산자잉여는 감소(a)하게 된다. 

결과 으로 세계시장은 b+c만큼의 순 사회후생증가분을 얻는다. 

  단, 주의할 은 이 분석에서는 수출국의 지역 간 거래가 없다고 가정하

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시장에서 벌어진다면 지역화 비인정

지역의 시장가격 보다 지역화 인정지역의 시장가격 가 높아 차액을 

얻기 한 지역 간 거래(arbitrage)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을 

방지하기 해서는 엄격한 규칙과 형벌을 강제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지역 

간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보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사회후생수 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계측하기 해서는 이러한 행정

비용도 계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5-14.  지역화 용에 따른 사회 후생수  변화

후생수 수출국 세계시장

지역화 비인정지역 지역화 인정지역

질병발생 이후 지역화 도입 이

균형가격   

생산자잉여 gg+cc+y p+hh d+a

소비자잉여 ff+u+dd+w j+k+m+n i

질병발생 이후 지역화 도입 이후

균형가격   

생산자잉여 gg+cc+y p+hh+m+n+o+k+l d

소비자잉여 ff+u+dd+w j i+a+b+c

지역화 도입에 따르는 사회 잉여 변화

생산자잉여 - +(m+n+o+k+l) -a

소비자잉여 - -(k+m+n) +(a+b+c)

순잉여변화분 - o+l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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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지역화 논의를 후한 라질 쇠고기 수출 변화 

  라질은 2007년 5월 29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산타카타리나주를 

구제역 방 종을 실시하지 않는 비발생지역으로 지역화지 를 인정받

았다. 

  지역화 인정 지  획득과 련하여 라질의 쇠고기 수출에 변화가 있

었는지를 확인하기 해 라질의 월별 쇠고기 수출실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 5-11>의 월별 수출 실 을 보면, 지역화 인정 지  획득(2007년 5

월) 이후 수출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악된다. 수출 자료를 토 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라질의 지역화 지  획

득이 세계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나라가 지역화 지 를 획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출이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약과 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

기 때문이다. 

4.3.3. 한국 쇠고기 시장에의 향 분석

  2009년 FAPRI의 농업 망 통계에 따르면,  세계 순 쇠고기 수출량 

527만 4천 톤  라질의 순 쇠고기 수출량은 189만 2천 톤으로 35.9%에 

달한다. 앞 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화인정으로 라질 산타카타

리나주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세계시장으로 다시 수출될 경우 공 량 증가

로 세계시장에서의 쇠고기 가격은 하락할 망이다. 

  한국은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

수용자라고 가정하고, 지역화 인정에 따른 국제 쇠고기 가격 하락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균형변환모형을 토 로 시뮬 이션 

분석을 실시하 다. 지역화 인정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쇠고기 가격이 얼

마나 하락할지에 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할 실증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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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라질의 수출규모를 감안하여 1~20%의 가격 하

락 가능성을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 다.

  를 들어, <표 5-15>에서 보듯이 수입쇠고기 가격이 5% 하락한다면,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한우고기 균형물량은 0.9%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1.8%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우고기는 한우고기에 비해 수입육과의 

체성이 커 균형물량은 1.3%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2.5% 하락하여 한우

고기보다 피해가 좀 더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쇠고기 수입량은 가격이 

5% 하락하기 때문에 1.1% 증가할 것으로 계측되었다. 

  라질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되면 국내산 쇠고기 수요를 잠식하는 효

과보다는 수입산 쇠고기 간의 소비 환 효과가 더 크겠지만 우리의 심사

항은 국내 쇠고기 산업에의 효과이기 때문에 수입산 간의 소비 환 효과 

분석은 생략하 다. 한편, 쇠고기처럼 수입산의 비 이 크지만 국내산의 

품질 리미엄이 존재하는 품목에 해서는 지역주의 인정이 국내 생산자

에 미치는 향은 제한 이지만, 재 검역 등의 이유로 수입이 되지 않거

나 수출국이 아주 제한되어 있던 사과, 포도 등 품목의 경우에는 지역주의

가 인정되어 수입 상국이 확 된다면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향은 더 크

리라고 단된다. 

표 5-15.  지역화 용에 따른 수입쇠고기 가격 하락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향

수입쇠고기
가격변화분

한우고기 육우고기 수입쇠고기

물량 가격 물량 가격 물량

1% 하락 -0.2% -0.4% -0.3% -0.5% 0.2%

2% 하락 -0.4% -0.7% -0.5% -1.0% 0.5%

3% 하락 -0.5% -1.1% -0.8% -1.5% 0.7%

4% 하락 -0.7% -1.4% -1.0% -2.0% 0.9%

5% 하락 -0.9% -1.8% -1.3% -2.5% 1.1%

10% 하락 -1.8% -3.5% -2.5% -5.1% 2.3%

15% 하락 -2.6% -5.3% -3.8% -7.6% 3.4%

20% 하락 -3.5% -7.0% -5.1% -10.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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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지역화의 논의가 세계무 에서 자유무역

을 해하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에 한 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반면, 지역화가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경제  효과가 얼마인지를 분

석한 논문은 많지 않다. 

  Loppacher and Kerr(2006)는 WTO SPS 정문의 지역화 인정의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 이론  측면에서 후생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Kerr(2004)와 Kerr et al.(2005) 등도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

우 이에 해 SPS 차원에서 지역화 논의를 무역자유화와 연 하여 어떻게 

근할 것인지에 해 언 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지역화 효과

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 은 지역주의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한 국내 시장에의 효

과 계측이지만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강한 가정들

을 근거로 시뮬 이션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 다. 따라서 계측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필요로 한다. 단, 재와 같이 한우가 수입육과 비교하

여 체성이 약한 상품으로, 즉 이질 인 상품으로 간주된다면, 지역화의 

인정이 국내 한우 산업에 미치는 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육우의 경우 수입산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화를 인정하여 라질산 쇠고기의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나라 수입쇠

고기와 함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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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FTA, DDA 등의 무역자유화 상이 진 되어 세가 반 으로 낮아

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생․검역, 라벨링, 표 화 등의 비 세조치

(NTM: Non-Tariff Measures)가 무역에 미치는 향은 차 커지고 있다. 

비 세 조치에 해서는 WTO의 SPS 원회, TBT 원회, 무역정책검토

기구 등에서 아주 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한 

심도 낮고 련 연구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비 세조치는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무역량을 감소시키는 부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

고 있었으나, 상품의 특징별로 차별화된 수요가 존재하면 무역을 진시키

고 국가 후생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NTM에 

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 은 첫째, NTM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해 NTM에 한 

이론  근거를 살펴보며,  둘째, WTO 통보 사례를 심으로 국내외 NTM 

사례를 악하고, 우리나라의 NTM 통보사례에 한 다른 나라의 무역

련 우려제기 사항을 분석한다. 셋째, NTM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기 한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정리하고, 국내 NTM 조치를 상으로 일부 사례를 

선정하여 경제  평가를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NTM 도입 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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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NTM은 다양하고 범 한 개념으로서 상품에 한 국제 무역의 수량이

나 가격,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잠재 으로 경제  향을 래할 수 있는 

세 이외의 정책조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편, NTB(Non-Tariff Barrier: 

비 세장벽)는 NTM 에서 무역에 악 향을 주는 의도 인 조치를 의미

한다는 에서 NTM과 구별할 수 있다.

  국가의 역할  하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시장기능으로는 해결

하기 어려운 경우에, 즉 시장이 실패하거나 혹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사회  우려를 해소할 목 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교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향을 받는 상품이 국가 간 무역의 상인 경우에는 

각국의 정책이 무역정책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 국제 기 에 합치하는지 여

부가 쟁 이 되고 있다. 이때 국제기 과 다르다면 국가 간에 상호 인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재 인 분쟁가능 NTM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NTM, 특히 SPS와 TBT에 련된 NTM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들은 SPS와 TBT 정문에 기술되어 있다. SPS 정문에는 국제 기 과의 

조화, 다른 회원국에 한 동등성 인정, 험평가에 기 , 정보호 수  

유지, 부당한 차별 지, 장된 무역제한 조치의 지, 지역화 인정, 투명

성 등을 열거하고 있다. TBT 정문에서도 앙정부기 에 의한 기술규정

의 비, 채택  용 시 차별 지, 필요이상의 무역규제 지, 국제표

의 활용, 정당성 유지, 동등성 인정, 합리 인 시간보장, 투명성 등을 언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NTM 도입과 직  련된 법령으로는 행정규제를 신설하거

나 강화할 때 용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국가표 제도의 확립에 한 국

가표 기본법 등이 있다.  

  비 세조치의 효과를 경제 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많으며, 다양한 방

법이 동원되고 있다. NTM에 한 통 인 연구경향은 NTM이 무역을 

해하는 측면에 심을 두고 세상당치를 계산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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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에는 NTM이 오히려 무역을 증 하고 후생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는 분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NTM 효과를 정량화하는 방법은 연구자

에 따라, 한 사례별로 다양하며, 이 연구에서는 이들 방법을 분류하여 소

개하 다.

  OECD는 NTM 효과를 정량화하는 방법을 빈도지수와 범 지수, 수량에

의 향, 가격에의 향, 구조  모형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외에 

NTM으로 인한 경제  향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 인 비용 평가 방법들

도 있는데 질병비용(COI), 비용·편익 분석(CBA), 지불의향(WTP), 컨조인

트 실험 4가지는 NTM 사례에 따라 한 평가 방법일 수 있다. 이  

NTM의 경제  효과 분석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비용·편익 분석 방법이

다.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맥락의 방법으로 비용·효과 분석, 복수 기  결

정 분석이 있다. 

  최근의 NTM 효과 분석에서는 주로 비용·편익 분석 방법과 WTP를 이

용하 는데, 표시제(원산지 표시제, GM표시제, 이력추 제), HACCP 

용, 동식물 건강 등의 NTM 사례별 선행 연구 방법과 결과를 소개하 다. 

특히 비용·편익 분석 방법은 OECD의 표 인 사례 연구(멸균되지 않는 

치즈의 수입, 새우 수입 시 항생제 잔류 기 , 화 수입 검사 차 강화, 

어류 통조림의 건강 정보 표시)에서도 이용되었다. 

  한편 유사한 목표를 가지는 NTM 조치들 가운데 우선순 를 평가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런 경우 실제 조치가 행해진 후(ex-post) 향을 평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 으로(ex-ante)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제약 등 한계가 있다. 

  국내의 연구들은 표시제를 제외하고는 농산물 NTM에 한 연구가 많지 

않다. 그동안의 국내 NTM 연구는 TRQ 운 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

으나 최근에 식품 안 과 환경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표시제에 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연구는 소비자나 생산자 혹은 업소에 한 

설문 조사를 통해 황 악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WTP를 설문조사 하는 

것에 을 두었다. 경제  분석은 한재환 외(2009)의 GMO 표시제의 비

용·편익 분석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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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구에서는 한 가지 방법론을 이용하여 여러 사례를 분석하기보다

는 이제까지 소개된 여러 방법론들을 사례에 맞게 히 용하고, 다양

한 방법론,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에 을 두었다. 

□ 비관세조치의 국제적 동향

  WTO 정에서는 회원국들이 각종 원회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상세

하게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분야는 SPS와 TBT 정과 한 계에 있

는데, 자기나라의 생 는 식물 생 조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SPS 

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한 새로운 기술규정의 도입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한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과 용될 

상품을 TBT 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WTO의 SPS 원회에의 통보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8월 말 기 으로 

1건 이상 NTM을 통보한 나라는 101개국이며, 미국이 가장 많고, 라질, 

뉴질랜드, 캐나다, EC 순이다. 우리나라도 347건을 통보하여 회원국  6

번째로 통보건수가 많은 나라에 속한다. 회원국의 SPS 조치가 무역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다른 회원국이 우려를 표명한 특정무역 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제기건수는 1995년 이후 2009년까지 총 290건이

다. 이  동물건강에 한 우려가 40%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식품안  

28%, 식물 건강 26% 순이다.

  SPS 원회에서의 STC 피제기건수는 유럽연합이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순이다. 제기건수는 미국이 제일 많고, 유럽연합, 캐

나다, 호주 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해 STC를 제기한 사

례는 하나도 없으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해 STC를 제기한 경우는 

2009년까지 12건이다. 

  SPS 련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건수는 1995년 이래 2009년까

지 38건에 이르며, 우리나라 련 제기건수는 2009년까지 5건인데, 신선과

일에 한 검사 차(미국이 제기), 냉동육과 다른 식품에 한 유통기한 문



요약  시사 135

제(미국이 제기), 생수(캐나다가 제기)는 페  설치 이 에 합의되었다. 

2009년에는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BSE 쇠고기 수입제한에 해 제소하여 

재 패 에서 논의 이다.

  WTO의 TBT 원회에 통보된 건수는 월 평균 100건 이상으로서 상당

히 빈번하다. 그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특정무역 안(STC)을 제기한 

건수는 총 258건이며,  STC가 제기된 조치를 목 별로 살펴보면 건강/안

에 한 조치가 100건으로 제일 많고, 기타(소비자보호, 정보제공, 양

문제, 공정무역, 무역 원활화 등) 68건, 환경 56건 등이다. 국가별로 살펴보

면 EU의 통보내역에 해 가장 빈번하게 특정무역 안이 제기되고 있으

며, 이어서 국, 미국, 우리나라, 인도, 일본의 통보내역에 해서도 특정

무역 안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비관세 조치 현황

  우리나라가 2005년 이후 SPS 원회에 통보한 건수는 171건이다. 통보

한 내역을 목 별로 분류하면 식품안  련 통보건수가 가장 많고, 그 뒤

를 이어 식물보호, 동물방역, 인간보호 순이며, 일부 조치는 2가지 이상의 

목 을 표방하고 있다. 통보 기 별로 분류하면 식품의약품안 청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보건복지부, 식물검

역원 순이다.

  SPS 원회에서 우리나라가 특정무역 안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내역(12

건)은 유통기간문제(1995년), 냉동닭고기 수입 지 조치(1997년), 쇠고기 

수입제한(1999년, 2001년, 2008년), LMO의 국경이동 통보(2003년), 지역

주의 용문제(207년) 등이 있다.

  2005년 이후 2010년 1월까지 우리나라가 TBT 원회에 통보한 내용 

에 농식품과 련된 건수는 58건이다. 통보내역을 목 별로 분류하면 소비

자 권리보호, 공 보건, 식품안 , 건강보호 순이다. 통보기 별로는 식품

의약품안 청, 수의과학검역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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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원회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NTM에 해 특정무역 안을 제

기한 건은 18건이며, 이  농식품 련건수는 5건(수입과일에 한 원산

지 표시, 식품라벨링 기 개정, 유기가공식품인증 등)이다.

□ 비관세조치의 도입 및 통보와 관련된 시사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비 세조치를 비교해 본 결과 시사 을 찾는다

면 첫째, 비 세조치를 WTO에 통보 시 NTM 조치의 용 상이 되는 HS 

련번호를 제시( 컨  축산물이라고 표기할 것이 아니라 HS 0402 등으

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HS 련 번호를 제시하지 않

아 UNCTAD/TRAINS 데이터 베이스에는 우리나라의 통보실 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도 SPS와 TBT 원회를 공세 으로 더 많이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SPS와 TBT 원회에서 수세  입장에서 

응하는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특정무역 안을 제기당한 경우는 많은 

데 비해 다른 나라의 NTM에 해 특정무역 안을 제기한 사례가 아직까

지 한 건도 없다는 에서 알 수 있다.

  셋째, SPS 련 2009년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38건 에 우

리나라 련 제기건수는 5건으로서 지 않은 편이다. WTO 분쟁해결기구

를 통해서라도 국익을 지키기 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분쟁건수가 

많다고 축될 필요는 없다. 다만 NTM 조치 도입 시 사 에 충분한 검토

를 거쳐 충분한 과학  근거와 논리를 갖고 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NTM 통보사례를 통해 본 시사 으로는 첫째, NTM 통보는 

사 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수입쇠고기

에 한 선하증권 표시 의무화 사례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부령 개정사항으

로 2009년 3월 18일 통보하면서 2009년 6월 22일 시행된다고 하여 이의제

기를 받았고, 결국 시행을 연기하 다. 

  둘째, NTM 도입시 국제 기 과의 조화 여부에 해서도 사 에 면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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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유기가공식품인증제에 한 조치는 국제 

기 인 동등성 인정을 간과하여 통상문제로 비화된 사례이다.

  셋째, NTM 도입 시에는 사 에 향분석을 거쳐야 하며 험평가, 국제 

규정 검토, 비용/편익분석 등이 철 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해 

SPS 문가 외에도 통상법 학자, 경제학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 등

을 구성하여 극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제심사를 한 규제 향

보고서에는 사 에 규제의 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

으나 실제로는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 주요 사례별 경제적 효과분석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련 비 세조치 에서 표성이 있

고,  최근의 국제  추세와 련하여 요하다고 단되는 사례 4개를 

선정하여 경제  효과를 분석하 다. 농식품 련 NTM은 크게 별하여 

라벨링과 검역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라벨링 련 2개 사례

(GM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검역 련  2개 사례(감귤수출재개, 지역화)

를 다루었고, 품목별로도 축산물(원산지 표시제, 지역화)과 농산물(GM 농

산물, 감귤 수출재개)에 련된 사례를 각각 선택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1)  G M  농 산 물  표 시제

  NTM 효과 분석을 한 첫 번째 사례 연구로 소비자의 선호가 낮은 GM 

식품의 수입과 표시제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하 다. 국내에 수입되는 

GM 식품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두와 옥수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두 GM 농산물  두를 상으로 하여 GM표시제의 효과 

분석을 하 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소비자 조사를 통한 WTP를 이용하여 효과를 추

정하는 데 을 둔 것에 반해 본 사례 연구에서는 CBA 분석 방법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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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분석을 해 GM 식품 표시제도가 도입

되면 기존의 Non-GM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며, GM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

되고 한 2가지 상품은 완벽하게 시장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 다. 

  시뮬 이션을 한 라미터로는 GM 시장의 수요 탄성치 정도, GM 식

품소비자의 비율, GM 식품의 가격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새로운 GM시장

의 수요의 탄력성이 기존 시장과 같은 경우, 덜 탄력 인 경우, 더 탄력

인 경우 등 셋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한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GM 식품을 사는 소비자와 그 지 않는 소비자로 나뉘는데 그 비율은 

10~90%로 다양화하 다. 마지막으로 GM 식품의 가격은 Non GM 식품의 

가격의 10~90%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GM 표시제에서는 기존 시장의 Non GM 식품의 상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이때 새로운 시장

에서 나타나는 후생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체 으로 후생이 감소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시뮬 이션 결과 실 으로 GM 식품의 가

격이 Non GM 식품의 가격보다 히 낮기 때문에 부분 사례의 후생은 

표시제를 하는 경우가 더 높다. 표시제 후의 후생의 차이 측면에서 GM 

시장의 수요(가격)탄력성이 기존 시장보다 더 탄력 인 경우가 덜 탄력

인 경우보다 표시제 이후의 후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감 귤  미  수출재 개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 미국에 감귤을 수출하 으나 수출화물에서 감귤

궤양병이 발견되어 지 까지 수출이 지되었다. 그런데 최근 한-미 검역

회의에서 다시 수출을 재개하도록 의됨에 따라 2010년 말부터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상된다.  

  수출을 재개하기 해서는 국립식물검역원의 사  확인을 받아 등록된 

선과장만 미 수출에 참여하되, 선별 과정에서 식물성 잔재물, 이병과, 손

상과를 제거하고, 3가지 용액  한 가지 방법으로 침지하여 과실 표면을 

살균해야 한다. 미수출 재개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는 10.2원/kg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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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상하 다.  

  우리나라의 감귤 수출물량은 연도별 기복이 심한데 2002년도엔 8,763톤

을 수출한 바 있고 그 이후 차 어서 최근에는 3000톤 내외를 수출하고 

있다. 미국에는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연간 200～1,610톤의 감귤을 수

출한 바 있다. 수출재개 시 수출 가능 물량으로는 2002년도 미 수출물량

(1,610톤)은 미국 내 오 지 생산 5개주 이외의 지역에 수출된 물량인 데 

비해 이번 수출재개 시에는 5개주에도 수출이 허용되므로 미국 내 주별 한

국 교포수를 비교하여 2,600톤 정도로 추산하 다. 

  분석 결과 미 감귤 수출재개로 해외에서 추가수요가 발생하고 국내에

서는 감귤 값이 상승되어 생산이 늘어나므로 생산자 잉여증가는 54억원으

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9년도 감귤생산액 9,065억원에 비하면 0.6% 정도

의 작은 비 이며, 특히 사회 체의 후생은 3천만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후생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은 수출품에 한 

리미엄 가격까지 고려하면 생산자 후생과 사회 체의 후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 2002년도의 수출가격(FOB)은 1,216원/kg이었고, 국내 11월 

평균 도매시장경락가격은 919원/kg이었다.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kg당 

300원 정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등은 별도의 농약 리 등 비용

에 한 보  이외에도 수출품은 국내 매용보다 품질면에서도 우수하고 

수출에 따른 인센티 도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 수출증가 상물량과 수출품과 국내산에 한 가격

차이 등에 한 정 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미 수출 상물량이 교포 수

의 비율에 따라 늘어난다고 단순하게 계산된 한계가 있으며, 지 출장 조

사 시에는 미 수출용 감귤 생산 시 비용측면에서는 kg당 10원 정도가 추

가 부담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수출용과 국내산의 kg당 300원 차이

는 무 크므로 향후 비용에 한 정 분석이 이루어지면 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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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 식  원 산 지표 시제

  원산지표시제(COOL)는 상품이 생산된 국가 혹은 지역을 표시하는 제도

로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가격차가 큰 쇠고기의 경우 부정유통 사

례가 문제가 되어 왔는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생산자와 소

비자를 보호하기 해 2007년 1월부터 300m2 이상 규모의 일반 음식 에

서 구이용 쇠고기를 매할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 다. 2008년 7

월 8일부터는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조리하여 매․제

공하는 경우, 모든 일반음식 과 휴게음식 , 집단 식소 등에서 원산지를 

의무 으로 표시하도록 확  개정하 다.  

  쇠고기 음식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식생활 안

을 도모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극 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육류 유통

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산 육류시장을 보호하고 생산자의 경 안정을 도

모하며, 특히 소비자에게 수입육류와 국내산 육류의 선택 기회를 부여함으

로써 국내산 육류의 잠재  수요를 실 하여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여기에서는 제도 시행 과 후의 시장 상황을 비교하여 이로부터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비교정태학  분석 모형을 통해 계측하고자 하 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쇠고기는 한우고기, 육우고기, 수입쇠고기로 나  수 

있으며 모형에서는 각각이 완 체재가 아닌 어느 정도의 체성이 있다

고 가정하고, 세 가지 종류의 쇠고기에 한 수 모형을 각각 구축하여 구

조방정식을 통해 품목 간 체 계를 모형에 명시 으로 반 하 다. 이

게 정의된 이론  모형을 균형변환모형(EDM)으로 변환하여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개별 경제주체들의 후생변화를 계측하는 신에, 시장

에서 각 쇠고기별(한우, 육우, 수입쇠고기) 매액 변화를 통해 각 상품별

로 수 상황 변화를 측정하 다.  분석결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

로 한우고기 매액은 12.4% 증가, 육우고기 매액은 18.5% 감소, 수입

쇠고기 매액은 20.8% 감소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즉, 쇠고기 음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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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한우 매액은 크게 증가하여 양(+)의 정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시행에 따르는 비용에 한 분석은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한, 입수가능한 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제도 시행에 따라 시장

의 균형 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계측하는 데 주안 을 두었다. 보다 

정확한 후생변화를 계측하기 해서는 단순히 모형을 국내 생산자(한우농

가와 육우농가)와 국내소비자로 나 는 것보다는 국내 유통단계를 잘 반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모델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 해외 쇠고기가 

국내로 유통되면서 이를 취 하는 간유통상인들의 후생계측을 해서는 

보다 정교한 산업조직론  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으로 그러한 모델개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상된다. 

4)  지역 화 련  라질산  쇠고기  수입

  지역화는 WTO의 SPS 정의 원칙  하나로서 병․해충이 발생하는 국

가라도 비발생 상태가 유지되는 지역이 존재한다면 동 지역으로부터는 수

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국제식물보호

약(IPPC) 등의 국제기구는 지역화 인정을 한 평가 차  기  등 세

부 기 을 제정하 다. 최근 지역화 규정의 이행문제를 통상이슈화하려는 

시도가 빈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칙 으로는 지역화 개념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다만, 병해

충과 상국가의 험도·특성을 고려하여 선별 으로 용한다는 입장이

다. 라질은 구제역 발생 국가이지만 산타카타리나주(Santa Catarina)가 

OIE로부터 구제역 방 종 미실시 청정지역 인증을 근거로 지역화 개념

을 용하여 한국에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수출하고자 한국정부에 수입 허

가를 요청하 다. 이러한 라질의 요청을 수용하여 산타카타리나주산 신

선돈육 수입허용 요청건은 재 수입 험분석 3단계(답변서 검토단계)에 

있다. 라질측의 산타카타리나주산 쇠고기 수입허용 요청건은 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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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분석 2단계(설문서 송부)가 완료된 상태로 라질측의 답변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화가 인정될 경우 지역화 인정을 받은 지역은 세계시장으로 수출을 

재개하면서 지역의 균형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에 따라 그 지역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고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게 되어 지역화 인정지역은 순 

사회후생 증가분을 얻게 된다. 세계시장도 수출국  지역화 인정지역의 

수출 재개로 공 량이 증가하면서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세계시장도 순 사

회후생 증가분을 얻는다. 

  한국은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지 않아 가격수용자라

고 가정하고, 지역화 인정에 따라 라질 산타카타리나주의 쇠고기가 국내 

수입될 경우 국내 시장에 미치는 향을 균형변환모형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 분석을 실시하 다. 지역화 인정에 따라 수출물량이 증가하여 세계시

장에서의 쇠고기 가격이 얼마나 하락할지에 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라

질의 수출규모를 감안하여 1~20%의 가격 하락 가능성을 가정하 다. 그 

결과 수입쇠고기 가격이 5% 하락한다면,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한우고

기 균형물량은 0.9%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1.8%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

다. 육우고기는 한우고기에 비해 수입육과의 체성이 커 균형물량은 

1.3%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2.5%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어 한우고기보다 

피해가 좀 더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쇠고기 수입량은 5% 가격하락으로 

1.1% 증가할 것으로 계측되었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지역화의 논의가 세계무 에서 자유무역을 

해하는 걸림돌이 될지 여부에 한 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반면, 

지역화가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경제  효과가 얼마인지를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라질산 쇠고기에 해 지역주의를 인정할 경

우 그로 인한 국내 시장에의 효과를 계측하기 해 상당히 단순하면서 강

한 가정들을 근거로 시뮬 이션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 다. 따라서, 계측

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필요로 한다. 단, 재와 같이 한우가 수입

육과 비교하여 체성이 약한 상품으로, 즉 이질 인 상품으로 간주된다

면, 지역화의 인정이 국내 한우 산업에 미치는 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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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육우의 경우 수입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화 논의로 인해 라질산 쇠고기의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다

른 나라 수입쇠고기와 함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이 연구는 NTM에 한 이론 인 고찰과 국내외 연구 동향, 그리고 우

리나라의 농식품분야의 NTM에 한 소개와 아울러 표 인 4개 NTM에  

한 경제  분석을 시도하 다. 세가 차 낮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NTM의 요성이 상 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 농식품분야에

서는 이에 한 심이 별로 없었다. 이 보고서는 NTM에 한 심을 제

고하고 이에 한 학계의 연구를 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출발하 으

며, NTM에 한 이론  근거와 효과 추정에 한 방법론, 각국의 NTM에 

한 무역 안 소개에 많은 비 을 할애하 다. 

  4가지 NTM 사례에 한 실증분석에서는 부분의 NTM 사례가 시행기

간이 짧거나 아직 시행되기 이어서 자료 수집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많

은 부분 가정에 의존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분석방법은 주로 시뮬

이션을 통해 편익을 추정하 고, 비용부분은 장 조사 등 많은 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선행연구 결과를 소개하거나 생략하 다. 분석 결과 GM 표

시제와 감귤 미 수출재개, 그리고 음식 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국내 체 사회  후생에 체로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탄성

치 등에 따라 정량  효과는 크게 변하기 때문에 해석에서는 주의를 요한

다. 지역주의 인정에 따른 라질 산타카타리나주의 쇠고기 수입허용이 국

내산 쇠고기 수 에 미치는 향은 제한 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

에서는 경제  분석에 한정하고, 상 NTM이 SPS 정 등 검역 련 국제

 기 에 일치하는지 등의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분석 결과 아쉬운 것은 여기서 선정된 사례 하나하나가 독립 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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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될 정도로 요하고 가치가 있는 사례이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자료

의 제약상 각 사례의 배경설명과 기 인 경제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

었다는 이다. 향후 여기서 제시된 분석방법을 토 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NTM 사례에 한 보다 정교한 경제  분석이 활발하게 시도되기를 기

한다.



부 록 1

WTO/SPS, TBT 원회에서의 
특정무역 안 논의 내역

I. SPS 에서의 특정무역현안 제기사항 논의 내역33

1.1. 유통기한 요건(Shelf-life requirements)

제 기 국 호주, 캐나다, 미국

지 지 국 유럽 연합, 아르헨티나

제 기 일

1995.6 (G/SPS/R/2, paras. 39-40), 1995.11 (G/SPS/R/3, 

paras. 7-8), 1996.5 (G/SPS/R/5, paras. 42-44), 1997.3 

(G/SPS/R/7, paras. 20-21), 1997.7 (G/SPS/R/8, paras. 8-9), 

1997.10 (G/SPS/R/9/Rev.1, paras. 6-7), 2001.7 (G/SPS/R/22, 

para. 127)

련문서
G/SPS/N/KOR/9,G/SPS/W/27,G/SPS/W/41,G/SPS/W/43,G/S

PS/GEN/40,G/SPS/GEN/265

상   태 해결

해결보고 2001.7.1

  미국은 1995년 6월 한국 정부가 정한 유통기한 요건들에 하여 한국과 

분쟁해결 차에 의한 공식 상을 실시함을 보고했다. 캐나다도 동 상에 

합류하 다. 상국들은 해당 분야에 한 국제규격이 없어 각국이 상이한 

제도들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 한 바 있다. 

  1995년 11월 캐나다는 생수의 유통기한 결정과 오존 사용 지에 하

33  WTO, G/SPS/GEN/204/REV.10(2010. 2. 10)에서 발췌,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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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국 미국

지 지 국 일부 표

제 기 일

1995.6 (G/SPS/R/2, paras. 39-40), 1996.5 (G/SPS/R/5, paras. 

4-5),   1996.10 (G/SPS/R/6, para. 54), 1997.3 (G/SPS/R/7, para. 

54), 1997.6 (G/SPS/R/8, para. 77), 1997.10 (G/SPS/R/9/Rev.1, 

paras. 42-43), 2001.7 (G/SPS/R/22, para. 127)

련문서 G/SPS/W/64, G/SPS/W/66, G/SPS/GN/6, G/SPS/GEN/265

결    과
분쟁해결 차 개시(WT/DS3, WT/DS41); 양국이 만족하는 결

론 찾음.

상    태 해결

해결보고 1 July 2001

여 한국과 공식 인 상 개시를 통보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의에서는 

생수가 제외되었으나, 이에 한 캐나다와의 의에 동의해 1996년 4월 상

호 동의안이 통보되었다. 그러나 1996년 5월 캐나다는 유통기한에 한 일

부 우려사항에 해 양국간 공식 인 이해는 이루어졌으나 생수의 유통 기

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한국은 생수에 해 제조업자가 유

통기한을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시간일정을 제공하지 않았다. 

  1996년 5월 호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한국의 소비자용 고온멸균유(UTH유) 유통기한 규정에 한 심각

한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는 이런 제한 인 유통기한에 과학  근거가 없

음을 지 하며, 한국에게 제조업자가 결정하는 유통기한설정제도를 도입

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은 호주가 제공한 정보와 새로운 제도를 정 으

로 검토하고 있으며 1998년 말 이 에는 용되기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1997년 10월 한국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호주의 보고

에 응하여 한국은 재 실행되는 UHT유의 유통기한을 1998년 말 새로

운 유통기한설정제도의 실행 이 에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

했다. 2001년 7월 미국은 특정무역 안이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1.2. 수입 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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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국 아르헨티나

지 지 국 태국

제 기 일 1996.10 (G/SPS/R/6, para. 26)

련문서
G/SPS/N/JPN/1,   G/SPS/N/KOR/29, G/SPS/N/KOR/20, 

G/SPS/N/KOR/31

결    과  

상    태 Not   reported

해결보고  

  1995년 6월, 미국은 한국의 검사  시험방법에 하여 분쟁 해결을 

한 공식 인 상을 가졌음을 원회에 보고하 다. 1996년 5월 미국은 한

국의 수입통 조치가 과학  근거가 없고, 국제  행이나 기 에 부합하

지 않으며, 농식품 수입을 의도 으로 억제하고 있음을 지 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한국은 SPS 정을 수하기 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 흔한 생기반시설 취약, 경험과 정보의 부

족, 한 국제 기 의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답했다.

  1997년 7월, 미국은 5차례에 걸친 WTO분쟁해결 차 상을 통해 한국

의 수입통  법과 규제들 일부가 개선되었음을 보고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다른 유사한 항구들과 비슷한 수 으로 한국 항구에서의 통  시간

이 조정될 때까지 양자 의에서 지속 으로 우려를 표할 것임을 밝혔다. 

1997년 10월 한국의 합의사항 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미국의 통보에 응

하여 한국 표는 새로운 수입통 시스템이 SPS 정에 완 히 합치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 다. 2001년 7월 미국은 그들의 양자 의가 상호 만

족스럽고 정 인 결과를 냈음을 보이며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1.3. 규정의 번역

 

  아르헨티나는 일본과 한국에 의해 통보된 규정들이 WTO에서 사용하는 



부록 1148

제 기 국 태국

지 지 국  

제 기 일

1997.10 (G/SPS/R/9/Rev.1, para. 45), 1998.3   (G/SPS/R/10, 

paras. 67-68),  1998.6 (G/SPS/R/11, paras. 21-23), 1998.9 

(G/SPS/R/12, paras. 15-16)

련문서 G/SPS/N/KOR/44

결    과 조치가 수정됨

상    태 해결됨

해결보고 1998.9.1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의장은 SPS 정 부속

서 B의 8 에 의해 다른 나라의 특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사본 

혹은 양이 많은 경우엔 문서의 요약본을 어나 랑스어, 스페인어  하

나로 제시해야 한다”며 완역의무가 없음을 설명하 다. 일본은 그들이 

어로 요약된 문서를 제공해 왔음을 주장했다. 태국은 회원국들은 련 국

가가 내용을 악하여 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통보문서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1.4. 냉동 가 육의 수입 지

 

  1997년 10월 태국은 한국 문가들이 태국의 가 류 산업체 방문 후 

정하다는 정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테리아(Listeria) 때문에 냉동

가 육의 수입을 사  통보도 없이 지하 음을 지 하 다. 한국은 태국

의 주장에 한 구체 인 내용을 문서로 요청하 다.

  1998년 5월 태국은 요청된 정보를 제출하 고, 한국의 조치가 국제  기

이나 험도 평가에 근거했는지 여부에 한 설명을 원했다. 한국은 이 

조치가 수입 지 차원이 아니라 해당 물량이 부 합 정을 받아 처리된 

것이라 답했다.

  1998년 6월 태국은 한국의 식품공 (food code)의 개정이 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요건을 포함하기 해 소 하여 제정되었음을 언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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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국 아르헨티나

지 지 국  

제 기 일 1999.7 (G/SPS/R/15, paras. 13-14)

련문서 G/SPS/GEN/109 and G/SPS/GEN/130

결    과  

상    태 보고되지 않음

해결보고  

한국에게 식품공 의 개정이 진행되는 에는 검사 요건(testing 

requirements)의 시행을 삼갈 것을 요청했다. 한국은 태국과의 양자 상 실

시를 보고하며, 한국의 식품공 이 식품 안 성을 향상시키고 국제 기 에 

부합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은 태국에 최종 결과의 통보를 

약속했다.

  1998년 9월, 태국은 리스테리아(Listeria)를  용납하지 않는(불검출 

기 ) 한국의 식품공  기 이 개정되어 1998년 6월 16일 이후 수입되는 

냉동 닭에 용되지 않게 되었는지 여부에 한 확인을 요구했다. 한국은 

추가 가공처리나 조리가 이루어질 육류는 요건으로부터 제외되며, 리스테

리아 불검출 기 의 검사가 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5. 소고기 수입 제한

   

  아르헨티나는 한국이 생요건을 명시하지도 않고 본국에 생 상태 

검을 한 방문을 하지도 않은 채 그들의 소고기 근을 거부한 것에 하

여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60년 동안 FMD(구제역) 청정지역이었기 때문

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용한다고 답했다. 한국은 OIE의 권고사항을 

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이 사안에 한 양자 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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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공화국

지 지 국 미국, 유럽연합

제 기 일
2001. 3 (G/SPS/R/21, paras. 18-25), 2001. 7 (G/SPS/R/22, 

para. 48)

련문서

G/SPS/GEN/247,G/SPS/N/ARG/59,G/SPS/N/AUS/125,G/SPS

/N/CAN/94,G/SPS/N/KOR/83,G/SPS/N/NZL/77,G/SPS/N/US

A/379

상    태 보고되지 않음

1.6. 우병 비발생국에 향을 미치는 수입 제한 -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여러 국가들을 표하여 루마니아는 우병 비발생 지역으로부터의 특

정동물성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다수의 긴  통보들을 지 했다. 이런 

조치들은 한 험도 평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SPS 정을 반

했다고 주장하 고 련 국가들은 자국의 우병 비발생 상태를 입증할 서

류를 제공할 용의가 있었다. 유럽공동체(EC)는 수입되는 우유와 유제품들, 

콜라겐과 젤라틴을 BSE를 이유로 검사하고 수입 지시키는 조치는 OIE

의 지침에 어 난다고 덧붙이며,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요건들을 국제 기

에 부합하게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BSE 련 조치들이 과학 ･국제  기 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한, 미국은 BSE 비발생국이지만 수입 제한 조치에 타격을 받았

고, 그  일부는 루마니아의 성명을 지지하는 국가들에게서 취해진 조치

다. 미국은 BSE 비발생 증거와 자국의 감시 체계, 통제 조치들에 한 자

료를 련 교역국들에게 제공했고, 동 자료를 BSE 험 국들에게 요구했

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강화된 검사 결과 유럽에서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

다는 사실을 우려해, 공 생의 보호를 해 긴  식품 기 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BSE 비발생을 공동 선언한 어느 국가들도 인정하지 않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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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국 호주

지 지 국 미국

제 기 일 2003.6 (G/SPS/R/30, paras. 72-74)

련문서 G/SPS/N/KOR/49

상    태 보고되지 않음

정보를 받는 로 험도 평가에 근거하여 개별 국가들을 평가할 계획이

었다.

  한국은 그들의 일시  조치가 유럽에서의 BSE 발병 증가 때문에 이 진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좀 더 객 인 험도 평가를 해 추가 으로 필

요한 정보들을 수집할 계획이다. 라질은 회원국들이 험도 평가에 근거

하여 국제  지침을 넘어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는 

필수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에만 거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1.7. 유 자 변형 생물체의 무역

 

  호주는 한국의 유 자 변형 생물체의 국경 간 이동에 한 규정에 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호주는 주요 곡물 수출국으로서, 선 에 부수되어

야 하는 문서에 해 특히 심을 보 다. 한국은 호주의 질의에 이미 답

변을 했으며, 호주는 이를 검토 임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이 어떻게 

Cartagena Biosafety Protocol를 이행하려 하는지와 특히, 문서 요구조건에 

하여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그들이 투명성에 입각하여 행동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진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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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국 미국 

지 지 국 호주, 캐나다, 유럽공동체(EC), 뉴질랜드, 필리핀

제 기 일

2003. 10 (G/SPS/R/31, paras. 11-14), 2004.3 (G/SPS/R/33, 

paras. 40-42), 

2004.6 (G/SPS/R/34, paras. 46-48), 2004.10 (G/SPS/R/35, 

paras. 47-50), 

2005.3 (G/SPS/R/36/Rev.1, paras. 71-73)

련문서 G/SPS/N/KOR/123,   G/SPS/N/KOR/154 and 155

상    태 보고되지 않음

1.8. 농약 최 잔류허용량 검사

  2003년 10월 미국은 한국의 개정된 수입식품검사제도가 비용부담을 수

반하고 과학 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에 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개

정된 수입식품검사제도 하에서 수입되는 곡류  과채류들은 매년 196종

의 농약에 해 잔류허용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자들은 검사 비용 

1800$를 부담해야만 하나 국내 생산자들은 이런 강제 검사 요건에서 제외

되며, 한국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무작  검사만 받으면 된다. 호주와 유

럽 공동체  뉴질랜드는 한국의 조치가 SPS 정 부속서 C에 배됨을 

지 하며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규정의 개정이 자국의 정보호수 을 한 것이라 응하며 연

 이 사안이 SPS에 통보될 때 아무런 이견이 없었음을 지 했다. 한 기

술의 발달로 검사 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검사료를 더 일 정이라 

밝혔다. 이에 하여 미국은 한국이 3월에 이 사안을 통보할 때 이미 의견

을 제시했으며,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임원들과 양자 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2004년 6월, 미국은 한국의 수입식품검사제도 하에서 수입업자들은 

재 US$1-2000로 추정되는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 했다. 한국이 

2004년 G/SPS/N/KOR/154와 155의 통보를 통해 요건의 수정을 시도한다 

해도, 제안된 검사료는 한국 식품의약품안 청(FDA)이 제시한 값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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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국 미국

지 지 국  

제 기 일
2004.10 (G/SPS/R/35, paras. 40-41)

2005.3 (G/SPS/R/36/Rev.1, para 84)

련문서 Raised orally

결    과 미국과 한국은 문가 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었음을 보고함.

상    태 Resolved

해결보고 2005. 3. 1

에 달한다. 검사 상 농약수가 196에서 47개로 축소되었으나 국내 생산자

는 여 히 검사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한국의 수입식품검사제도는 WTO의 

내국민 우조항에 반된다. 지난해 양자 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안

의 진보가 미미하며 상당한 수 의 진 이 이 지길 요구했다. 호주, 캐나

다  유럽연합도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한국은 이에 검사료와 검사 상 

농약수가 상당히 감소되었음을 강조했다. 

  2005년 3월, 미국은 한국과의 양자 상을 2년에 걸쳐 진행해왔으며 향

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유럽연합과 필리핀도 미국의 주장에 동

의하 다. 필리핀은 이러한 조항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

며, 한국정부에게 개발도상국 수출업자를 특별 감안해  것을 요청했다.

  한국은 개정된 규정이 년에 시행될 것이라 통보했다. 한국정부는 공청

회를 거쳐 제안된 검사료를 검토하 으며, 일부 이해 당사자들은 검사료가 

검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

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검사료 수 을 책정했다. 이는 제시된 수

에 비하여 두 배가 높지만 인하조치를 취하기 의 1/4 수 이며, 필요하

다면 향후 검사료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9. 원 작물에 한 셉토리아(Septoria) 통제

  미국은 2004년 4월부터 한국이 병원균 셉토리아 시트리(Septoria citr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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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국 캐나다

지 지 국 유럽연합

제 기 일 2007. 2 (G/SPS/R/44, paras. 15-18)

련문서 구두 제기

상    태 보고되지 않음

한 우려로 리포니아산 오 지 수입을 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병원

성 곰팡이균이 지 까지 오 지 선 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한국 

식물검역원에 문제 제기를 해 긴 한 력을 하고 있으며 문  논의가 

2004년 11월 4일 열릴 정이다. 미국은 수확철이 곧 시작됨에 따라, 련 

규정에 한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지고 무역이 재개되길 기

하고 있다.

  이에 해 한국은 셉토리아 시트리는 한국에서 매우 심각한 검역 상

임을 지 하며, 미국이 제안한 규정(protocol)은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반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수입 지 조치는 미국에서 병원균이 반복 으

로 발견되는 두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에만 부과한 것이다.

  2005년 3월, 미국과 한국은 문  논의 이후 사안이 해결되었음을 보고

했다.

1.10. 쇠고기 련제품에 한 우병 련 조치

  2007년 2월 캐나다는, 2003년 5월 자국에서 발생한 BSE에 응하여 한

국이 캐나다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지 조치를 지 했다. 당시 캐나다는 

BSE 험에 응해 효과 인 조치들을 취했고, OIE 기 을 과하기도 

했다. 게다가 OIE의 육상동물 생 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에는 수출국의 BSE 지  여부를 떠나서, 생후 30개월 이하  없는 쇠고

기에는 어떤 규제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30개 이상의 교

역국에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했으나, 한국은 여 히 수입을 

단하고 있다. 2007년 1월, 캐나다는 SPS 정 5.8조항에 따라 한국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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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국 라질

지 지 국  

제 기 일
2007.2 (G/SPS/R/44, paras. 19-20), 2007.6 (G/SPS/R/45, 

paras. 40-41)

련문서 Raised orally

상    태 보고되지 않음

조치에 한 타당성 입증을 요구했다. 캐나다가 한국에 제시한 정보에 따

르면, 다른 교역 국가들은 험도 측정 후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하기에 

안 하다고 결론지었다. 캐나다는 이 정보들이 OIE에서 자국의 BSE 지

를 결정하기에도 충분한 자료임을 주장하며, 한국에게 규제를 철폐하고 

OIE 지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의 근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유럽연합은 캐나다의 입장을 지지하며 모든 회원국들에게 BSE와 련

하여 OIE 기 을 용할 것을 강력하게 구하 다.

  한국은 캐나다의 BSE 발생에 응해 특정 상품에만 수입규제를 용하

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쇠고기 무역 재개 허용을 한 필수  단계들

을 거쳐 왔으나, SPS 정에 의하면 한국은 회원국들의 험도를 개별 으

로 평가할 수 있고, 2006년 1월 새로운 BSE 발생이 보고되었을 때 캐나다

산 육류의 험도 평가가 연기되었다고 덧붙 다. 한국은 사료 지조치

(feed ban)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계속된 발병이 

의문을 증폭시키나 캐나다에 의해 명확히 설명되고 있지 않음을 지 했다.

  캐나다는 OIE 규정에 의하면, 30개월 미만  없는 쇠고기의 경우 수출

국의 BSE 지 에 상 없이 무역이 허용됨을 재차 강조하며, feed ban 이

후 발생한 소수의 BSE 사례는 질병학 으로 무의미하다고 응했다.

1.11. 육·돈육 제품의 지역화(Regionalization) 인정 여부

  2007년 2월, 라질은 한국의 지역화에 한 인식 부족에 우려를 표했

다. 이는 한국의 험도 평가와 정보호수 (ALOP: Appropri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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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otection)의 수립에 용된 기 에 한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라질에 우육  돈육의 수입 생

요건에 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라질은 FMD 청정국이 아

니기 때문에 특정 수입조건이 수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요건은 OIE 

규정이나 SPS 정의 3, 5, 7조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OIE는 FMD 청정지

역으로부터의 육류에 하여 백신 종 여부에 따라 차별 으로 수입 요건

을 용하지 않는다. 한국이 제시한 수입 차에 한 자료는 라질의 요

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한국은 단지 수입 요건들의 수립을 해 설문지 

작성과 지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는 질병 청정 지  공인과 수의학  리 

실태 평가를 해 실시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비록 각 회원국이 자국의 

ALOP를 결정할 수 있지만 모든 조치들은 과학  정당성을 가지고 험도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라질은 한국이 지역화에 한 한 인식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 한국은 지역화에 한 개념을 수용하여 한국의 수입정책에 

포함시켰으나 FMD에 한 정책에는 아직 용하지 않았다고 응했다. 

한국은 2002-2003년에 FMD 발생을 경험하고서 후에 막 한 비용을 들여 

백신 종 없이 FMD 청정지 를 되찾았다. 이로 인해 한국은 FMD에 하

여 매우 조심스러우며 공 자들에게 백신 미 종 FMD-free를 요구하고 있

다. 2005년과 2006년 라질 몇몇 지역에서 발병한 FMD 사태를 지켜본 

한국은 라질의 FMD 상황이 불안정하며 엄격한 조치를 통해 FMD 청정 

지역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당국은 라질과 이 

사안에 한 상 수 에서의 의 진행을 비하고 있다.

  2007년 6월, 라질은 한국이 지역화에 한 개념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FMD와 련해서는 이를 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

국이 련된 국제 기 이 제공하는 수  이상의 ALOP를 반 한 조치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를 지지하는 험도 평가를 제시해야 하나 라질은 

한국으로부터 어떤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으며, 문제 해결을 한 어떤 

무  진 도 이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든 회원국들은 원회에서 특정

무역 안을 제기하는 메커니즘에 큰 비 을 두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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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국 캐나다

지 지 국  

제 기 일
2008.10 (G/SPS/R/53, paras. 6-7), 2009.2 (G/SPS/R/54, 

paras. 13-14)

련문서 Raised orally

결    과
2009년 4월9일 의 요청; 2009년 7월9일 패  구성 요청; 

2009년 11월 13일(WT/DS391) 패  구성

상    태 보고되지 않음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피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 FMD 발생이 한국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각한 경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당국은 라질 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열처리된 

쇠고기에 해 OIE 규정을 참고하여 험도를 평가하는 데에 념하고 있

다고 보고했다. 한국은 2006년 12월 설문지를 보낸 후 라질의 응답을 기

다리고 있으며, 이 사안의 해결을 해 조 으로 양자 화를 이어나갈 

것을 답변했다.

1.12. 가축 염병 방법 개정

  2008년 10월, 캐나다는 한국의 가축 염병 방법(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ct)에 하여 그 요건들이 과학에 근거하지 않아 동물건강과 

식품안  원칙을 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은 WTO 의

무사항에 합치하지 않고 OIE의 육상동물 생 규약의 BSE장 조항들을 고

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계속해서 BSE 발생경력이 있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의 규정이 

SPS 정을 수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 한국은 개정 법

안이 SPS 정과 합치하며, 필수 인 험도 평가를 수행했다고 응했다.

  2009년 2월, 캐나다는 한국의 가축 염병 방법의 최근 개정에 해 재

차 우려를 표했다. 개정 법안이 SPS 정과 OIE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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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국 미국, 멕시코

제 기 일 2008.7.1

련 상품
벌크 매(bulk sale)용 수입 과일 7종 : 단호박, 바나나, 오

지, 인애 , 멜론, 수박, 두리안

내  용 원산지 표시 요건

련 문서 G/TBT/M/45 paras. 29-31

는 이의 제기는 캐나다가 한국과의 쇠고기 무역 재개 노력에서 당면한 일

련의 장벽들  일부를 나타낼 뿐이다. 이 사안은 2008년 10월 SPS 원

회 회의 이후 진 을 보 으나, 2008년 11월 한국 리들의 지방문 이후

에는 진척이 이 지지 않았다. 2007년 5월부터 OIE는 캐나다를 BSE 험 

통제국으로 인정해 캐나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하에 소와 쇠고기의 안

한 무역을 허용한 상태다. 캐나다는 이 사안이 엄격한 과학  근거하의 

기술  수 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을 유감스러워하며, 공식  WTO 분

쟁 해결 차에 의지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편들을 고려 이다. 캐나다

는 지난 5년에 걸친 사안의 미해결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

이다.

  한국은 가축 염병 방법이 SPS 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

이 모든 경우에 한 쇠고기 수입의 험 분석을 요함에 따라 캐나다에 

한 험 분석을 재 진행 이며 캐나다의 BSE 조치도 검토 에 있다고 

보고했다. 2008년 11월 장 조사 이후 캐나다의 15번째 BSE 사례에 한 

자료를 포함하여 보다 상세한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TBT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제기된 특정무역 현안34

2.1. 수입 과일의 원산지표시 요건

34 WTO, G/TBT/GEN/74/REV.4(2009. 12. 23)에서 발췌,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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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국 호주, 멕시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제 기 일 2009.3.18

련 상품 쇠고기

목  기만  행(deceptive practices)의 방지

내  용 육류 라벨링 요건

련 문서 G/TBT/M/47   paras. 85-94

  미국 표단은 한국 세청에서 벌크 매(bulk sale)용 수입 과일 7종 - 

단호박, 바나나, 오 지, 인애 , 멜론, 수박, 두리안 - 에 하여 실제 상

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데 비해, 국내산 유사 상품에는 국립농산물

품질 리원(NAQS: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의 요건에 따라야 하는데 훨씬 덜 엄격해 보이는 것으로 이해한다

고 하 다. 사실상 원산지는 과일 개당 개별 으로 표시하기보다는 포장박

스 겉면에 일 으로 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과일과 채소에 한 원산

지표시제의 수정 작업 에 있음을 보고하며, 한국이 수입된 과일  채소

와 국산품을 차별 없이 처리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 하고 있다. 멕시코 

표는 미국의 우려에 동조했다.

  한국 표는 미국과 양자 의를 가졌음을 보고하며, 사안이 곧 해결될 

것으로 상했다.

2.2. 쇠고기

  호주 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한 부령 개정에 해 우려를 표했다. 

이번 개정에 의하면, 국내 유통업자에게 매되는 수입 쇠고기에 하여 

선하증권(Bill of Landing) 번호를 수반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이 부과된

다. 한국이 통보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치가 2009년 6월 22일 시행될 정

이나, 회원국들이 이에 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고려될 만한 시간

이 충분하지 않다. 

  호주 표는 그들 표단이 이 사안에 해 한국과 유의미한 양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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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졌으나, 해당 조치의 의도와 이행에 한 명확성이 더 필요하다고 지

했다. 를 들어, 한국의 통보에 의하면 이번 조치의 목 과 명분은 기만

 행의 방지에 있었으나, 다른 논의들에 의하면 역추 , 식품 안 , 소

비자 신뢰를 목 으로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조치의 명확한 정책 의도와 

BOL 번호의 사용이 그 목 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한 구체 인 설명

이 필요해 보인다. 호주는 BOL 번호를 수입 쇠고기에 표시하고 기록하는 

요건이 와 같은 정책 목 의 달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의문을 가지며 오

히려 무역에 불필요한 비용만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멕시코 표는 호주가 제기한 지 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합법

인 목 들을 한 조치들은 TBT 정에 내재하는 법칙들을 따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멕시코는 무역에의 향을 포함하여 제안된 조치에 한 분

석을 마치는 로 그들의 의견을 할 것이라 밝히며, 한국이 TBT 정에 

맞게 규정을 수정하고 회원국들의 우려를 고려하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 표는 호주의 의견 일부에 지지를 표하며 한국이 이 조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재차 지 했다. 표단은 해당 조치

가 식품 안  우려에 을 맞춘 것도 아니고 리콜이 일어날 경우에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이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그들의 목 에 을 맞춘 안 마련을 해 수입업자  유통

업자와 논의할 것을 구하 다.

  캐나다 표도 회원국들의 의견 개진 기간 없이 WTO에 개정안을 통보

한 것에 해 지 하며 개정안이 잠재 으로 수입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고 이보다 무역 제한  요소가 은 방안이 존재할 것이라 주

장하 다. 뉴질랜드 표도 이에 동조하 다. 

  각국의 이의제기에 응하여, 한국 표는 수입 쇠고기 BOL 번호 표시

제의 목 은 시장 험 발생 시에 즉각 으로 쇠고기 리콜을 공표하기 

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병과 허  원산지표시에 한 우려로 소비자

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지 하며 그에 따라 기만  행을 방

지하고 긴  상황에서 발생하는 험 요소들을 제거하며 소비자에게 올바

른 정보를 제공하기 해 리콜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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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국 국, 유럽연합

제 기 일 2009.6.25

련 상품 식품

목  소비자 보호

내  용 식품 표기규정 개정

련 문서 G/TBT/N/KOR/192, G/TBT/M/48, paras. 11-13

런 에서 국내산 쇠고기는 소 이력추  시스템에 의해, 수입 쇠고기는 

BOL 번호에 의해 리되는 방식을 추구한다. 한국 표가 강조한 바에 의

하면, 이 시스템의 도입은 수입업자와 배 업자 특히 유통업계 표들을 

포함한 이해 련 그룹의 의견을 반 한 결과이며 그들은 이 시스템의 도

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한국 당국은 이 시스템을 

한 Codex 기 을 기반으로 구성하 으므로 TBT 정과도 합치하는 조

치라고 믿는다. 한국 표단은 이 사안에 해 련국들과 화를 이어나

가고 안을 모색할 의향을 보 다.

2.3. 식품 라벨링 기

 

  국 표는 한국의 식품 라벨링 기  개정안에 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은 식품의 양 성분 의무 표기와 련된 규정에 해 우려하며 

이와 련된 Codex 기 에 해 언 했다(Codex 146/1985). 한국의 개정 

조치는 제조비용을 증가시키며 합법  목  달성을 해 불필요하다고 주

장하며,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TBT 정의 조항 2.2  2.4의 의

무를 수하기 해 한국은 이 조치를 한 국제 기 에 부합시켜야 한

다고 피력했다.

  유럽연합 표는 국의 의견에 동의하 다. 특히 제품의 랜드 소유자

와 제조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다른 기업들일 때, 를 들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제품과 같은 경우 의무 으로 “OEM 상품”이라고 표기

해야 한다는 에 우려를 표했다. 이 규정이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제한



부록 1162

제 기 국 호주, 캐나다, 스 스, 유럽연합, 칠 , 뉴질랜드, 미국

제 기 일 2009.6.25

련 상품 유기 가공 식품

목  기만  행(deceptive  practices)의 방지

내  용 유기 가공 식품 인증

련 문서 G/TBT/M/49 paras. 232-237

이며 부담을 주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 유럽연합 표는 한국이 식료

품 라벨링 규정을 갈수록 번거롭게, 계속 으로 변경한다고 지 하며 식료

품의 라벨링 의무에 해 어도 6개 기 이 규제하고 있다는 을 강조했

다. 이는 한국의 규정을 수하기 해 계속해서 라벨 표기를 변경해야 하

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과 측 불가능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표는 이 조치가 소비자의 혼란과 혼동을 방지하기 해 도입된 

것임을 설명했다. 한, OEM 라벨링 요건은 해외에서 제작되고 한국의 외

주작업체의 상표가 표기된 상품에만 용되며, 외국계  다국  기업의 

상품이나 외국 제조업체의 상표를 달고 있는 상품에는 용되지 않는다는 

을 강조했다. 한국 표는 다른 구체 인 사항들에 해서는 충분한 고

려를 해 계당국에게 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 식품산업진흥법의 규정

  미국 표는 2009년 2월 17일 G/TBT/KOR/204로 통보한 한국의 식품산

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시행을 한 농식품부의 

고시에 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유기가공식품에 한 지침과 규정, 인증

차를 포함하고 있는 이 새로운 고시는 2009년 6월 28일부터 유효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정이다. 고시가 발효되면, 해당 국가의 유기

농 사업에 의해 인증받은 제품이나 한국에서 유기농으로 인정받아온 제품

들이 한국 당국에서 동등성이나 승인을 한 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지 를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련 고시에는 인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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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할 외국 정부의 합성 평가 기 (conformity assessment body)을 인정

하는 어떤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등성을 결정하기 한 차 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외국 제품에 한 유 기간을 2011년 

6월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가 외국의 합성 평가 기 을 

공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 표는 이 시기

동안 외국 유기농 제품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인증마크 없이도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임시 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장조치

가 없으면 그동안 한국에 유기농제품을 수출해 온 외국의 공 자들은 수출

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한 외국 유기농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온 국내 생

산자들도 악 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미국 표는 한국에게 외

국 유기농 인증자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기 해 필요한 차에 

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동등성 요청 차와 그 검토에 필요한 시간에 

해 문의했다. 한 미국은 한국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

(Sustainable Agriculture Promotion Act)의 시행규칙 부칙 3의 9항에 부합

하도록, 유기가공식품에 포함된 의도되지 않은 바이오테크의 존재에 해 

잔류기 (tolerance threshold)을 용해 주기를 권고했다. 이 법률에 의하

면 유기 육류 생산용 동물들에게 먹여지는 유기농 사료 곡물에 존재하는 

의도되지 않은 바이오테크는 인정되고 있다. 

  호주 표는 한국 식품진흥법의 개정에 하여 우려를 표하며 유기농 

인증자들이 새로운 요건을 수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 했다. 한 새 규정의 시행시기를 연기하라는 미국의 제안에 

동조했다. 

  유럽연합은 이 사안에 한 미국과 호주의 의견 개진에 동참했다. 새로

운 규정 하에 수입된 유기가공제품들은 국내산에 용되는 요건들 모두를 

동일하게 충족해야 할 것이나 다른 WTO 회원국들에서 용되는 기술규

제가 동등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을 우려했다. 유럽

연합은 EC 규정을 수하여 생산된 유기농 제품들의 경우, 안 성을 보장

하고 소비자 오도가능성의 배제를 보장하는 법 인 틀 안에 있으므로 한국

의 요건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한국 시장에 문제없이 진출할 수 있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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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했다. 그에 더해, 인증 과정에서 부과되는 요건들이 특히 검사와 련하

여 불필요하게 제한 이고 많은 비용을 수반하며 규정이 용되는 범 가 

유기농 제품으로 한정되지 않고 불분명하다는 을 지 했다. 

  뉴질랜드 표는 한국에서 인증받은 생산자가 오직 두 명의 한국인뿐

이라는 사실을 지 하며, 인증을 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증 차상

에 국제  해외 단체에 차별 인 요소가 없음을 보장하기 하여 농림

수산식품부가 국제  해외의 자격 교부 기 과 력할 것을 권장했다. 

캐나다 표도 이에 동조하며 한국이 조치 시행의 연기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 다.

  한국 표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로그램이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며 

2008년 6월 26일에 발효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계획이 유기가공 식품의 

질  향상과 생산 독려, 소비자 보호를 목 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2010년 1월 1일부로 유기농 제품은 이 규정을 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한국 표는 이는 국내산과 수입제품 모두에 용되며 수입제품의 

경우 한국 정부가 승인한 국내  해외 자격 교부 기 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원국들에게 련국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캐나다 표는 자국의 유기농 사업자들이 한국의 규정을 검토하고 수

하기 한 시간을 마련토록 하기 해 한국에게 규정 시행의 연기를 재차 

요구하며 최종 인 개정안의 제시를 구했다. 뉴질랜드 표는 캐나다의 

의견에 동조하며 2011년 1월 1일까지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을 표

하며 한국정부가 IFOAM(International Organic Certification Agency)  

외국 정부와 동등 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유럽 연합과 스

스 표도 박한 규정 시행으로 야기되는 무역교란과 경제  손실을 피하

기 해 최소한 1년의 기한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표는 이 

로그램이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는 자격인증 시스템과 본질 으로 유

사하다는 을 언 하며 자격인증 검사 의 수에 한 요건 수정을 고려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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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riginal: English

1. Member to   Agreement notifying:  Republic of Korea
If applicable, name of local government involved:  

2. Agency responsible: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NVRQ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y(MAF)

3. Products covered (provide tariff item number(s) as specified in 
national schedules deposited with the WTO; ICS numbers 
should be provided in addition, where applicable):  Livestock 
products35

4. Regions or countries likely to be affected, to the extent 
relevant or practicable: Any trading partners 

5. Title,  language and number of pages of the notified 
document: : NVRQS's Rules on measures to be taken in case 
of rejection of imported livestock products as a result of 
laboratory test on residues(available in Korean, 4 pages)

6. Description of content: With a view to enhancing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in the import inspection procedures, the 
NVRQS adopted its internal rules about how to deal with the 
rejected cases of the imported livestock products as a result of 
laboratory test on residues. 

부 록 2

우리나라의 SPS 원회에의 통보사례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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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0 residual chemicals are regulated and the list of 
chemicals will be updated if deemed to be necessary.
2. The chemicals are categorized into Groups 1 and 2 based 
on the result of risk assessment and may, if additional 
measures need to be taken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fall 
into Group 3.

- Group 1 includes 76 chemicals such as Albendazole 
and Sulfadimethoxine which are assessed as low 
hazardous. 

- Group 2 includes 74 chemicals such as Carbaryl and 
Chlorampenicol which are assessed as higher 
hazardous or have   been controlled by other 
regulations. 

- Any chemical of Groups 1 and 2 may be categorized 
as Group 3 if additional measures for protecting 
human health would need to   be taken.

3. If a chemical residue is detected in the imported livestock 
products, the measures to be taken are as follows:

  - Where a chemical residue of Group 1 is detected, the 
products produced in the facility from which the 
rejected product originated shall be subject to five 
consecutive tests.

- Where a chemical residue of Group 2 is detected, the 
products produced in the facility from which the 
rejected product originated shall be subject to 
suspension of new shipment. If and after the 
suspension is lifted, five consecutive tests will be 
applied.

- Where a chemical residue of Group 3 is detected, new 
shipment of the products produced in the facility from 
which the rejected product originated shall be 
suspended, and all the shipment originating from the 
country or region in question may be tested until the 
food safety is as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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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bjective and rationale: [X] food safety, [ ]animal health, [ ] 
plant protection, [ ] protect humans from animal/plant pest or 
disease, [  ]protect territory from other damage from pests  

8.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World Organization or 
Animal Health(OIE), [ ]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X]None
If an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exists, give the appropriate reference and briefly identify 
deviations:  

9. Relevant documents and language(s) in which these are 
available: To be available in the internet homepage of 
NVRQS(http://www.nvrqs.go.kr)( available in Korean) 

10. Proposed date of adoption: 6 September 2007
11. Proposed date of entry into force: 6 September 2007
12. Final date for comments: Though this rule were already 

adopted, sixty(60) days after the date of notification will be 
provided. 
Agency or authority designated to handle comments: [ ] National 
notification authority, [X] National enquiry point, or address, fax 
number and E-mail address (if available) of other body: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13. Texts available from: [ ] National notification authority, [X] 
National enquiry point, or address, fax number and E-mail 
address (if available) of other body: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Tel:  +(82 31) 467 1988
            Fax:  +(82 31) 467 1717
            E-mail:  kimksuk@nvrqs.go.kr

35
 용품목에 Livestock Products라는 표  신 련 HS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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