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1.

청구 

단체

(1) 

단 체 명  참여연대 (담당부서 : 정책기획국)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대 표 자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  (인)

단체설립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캠페인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허가․신고․등록기관  행정안전부

회 원 의 수  약 15,000명 조직년월일  1994. 9. 10.
연락전화 등 전화  02-723-0808 FAX  02-6919-2004

 

1.

청구 

단체

(2) 

단 체 명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담당자 : 강성국 활동가)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2다길 28 3층
대 표 자   김유승, 권혜진 공동대표  (인)

단체설립목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신고․등록기관 서울특별시

회 원 의 수 1,457명 조직년월일  2008. 10. 9.
연락전화 등 전화  02-2039-8361 FAX  02-6919-2039

2. 감사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3. 감사청구 제목 :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별지 참조

5.
청구
이유

별지 참조

6.
기
타

감사청구사항과 관련된 고소․고발,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은 없습니다.

7.
관련
증거
자료

별지 참조
(관련 자료는 접수 후, 홈페이지 감사자료제출을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

공익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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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청 구 사 항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및

관리에 대한 감사청구

청 구 이 유

1. 사건의 배경

우리나라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방형 통상국가

로 개방의 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은 2000년대 중반까

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우선이었다가,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1)

(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 후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 추진으로 변경되

었고, 그 결과 한미 FTA2) (2006년 협상 개시, 2012년 발효), 한-EU FTA3) (2007년 협

상, 2011년 발효), 한중 FTA (2012년 협상 개시, 2015년 발효) 등 단기간에 많은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거대 경제권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 FTA

를 체결한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FTA 양적 확대 정책의 결과, 

2020년 7월 현재 55개국과 16건의 FTA 발효, 서명 1개(영국과의 FTA), 타결 2건, 협상

진행 12건(기존 FTA 개선협상 포함)의 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전 세계 GDP의 90%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

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번호 제1665호).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번호 제2081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

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조약번호 제2082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조약번호 제2166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조약번호 제2403호), 이하 이를 통

칭하여 ‘한미 FTA’라 합니다.
3)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번호: 2263호), 크로아티아의 유럽연

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의정서

(조약번호 제2273호), 이하 이를 통칭하여 ‘한-EU FTA’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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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분쟁 등 새로운 통상환

경에 따른 FTA 정책 추진 방향으로 ‘혁신’, ‘확장’, ‘활용’의 3가지 관점을 제시하였지

만,4) 기존 통상정책의 포장만 바꾸었을 뿐 이전 정부와 질적 차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FTA 중심의 통상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자조약 중심의 통상 정책과 달리 비밀주

의와 밀행주의가 만연하다는 점입니다. WTO나 유엔과 같은 다자기구에서 진행되는 교

섭은 그 내용이 공개되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있지만,5) 

FTA 협상은 일반 국민은 물론 국회에도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

어 FTA 협상과 협정의 이행을 최종 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는 상대

국과 FTA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동안만 협상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고도 비공

개 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협상 자료를 계속 비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

자원부는 FTA 협상 자료의 공개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어도 공개를 거부하고, 협

상 자료에 관한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협상 자료를 공공기록물로 관리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아래에서 정리한 관련 소송 과정과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산업통상자

원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통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

4) ‘혁신’은 FTA를 통해 혁신 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등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G2에 집중된 교역 구조를 개선하여

RCEP, CEPA 등 신남방 지역과 신북방, 중남미 등과의 FTA 추진을 의미하며, ‘활용’이란 FTA를
통해 전 국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 제시를 말한다. fta.go.kr 및 산업통상자원부 2019. 11. 21. 보도자료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http://motie.go.kr/motie/gov3.0/gov_openinfo/sajun/bbs/bbs 
View.do?bbs_seq_n=162350&bbs_cd_n=81 등 참조.

5) 가령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의 부속협정으로 체결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트립스 협정)에 대해 WTO는 2006. 5. 13. 협정과 관

련된 모든 공식 문서를 공개하였고, 트립스 협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지적재

산권 분야 협상과 관련된 1986-1994년 사이의 문서들을 압축파일로 따로 묶어서 제공하고 있습

니다(이 압축파일은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ur_doc.zip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
기에는 협상단이 주고받은 문서 뿐만 아니라 회의 보고서와 사무국이 정리한 문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WTO는 트립스 협정의 협상 경위를 조문별도 정리한 핸드북(A Handbook on the 
WTO TRIPS Agreement)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처럼 협상 경위를 모두 공개하였기 때문에 여러 학

자들이 트립스 협정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명한 학자로 꼽히는 제르바이스

(Gervais) 교수는 트립스 협정의 협상 경위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냈고, 별도의 웹사이트

(tripsagreement.net)를 통해 협상문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역시 분야별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모두 공개하고, 참관 신청을 하여 허락을 받으면

일반인도 회의장에 들어가 각국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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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규정과 소송

가. 관련 법령 규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

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

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

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

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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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

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

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중략)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19. 12. 3.>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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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

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

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관련 대통령령 규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①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

리해야 한다.  <개정 2016. 8. 29., 2020. 5. 26.>

(중략)

   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

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관련 소송

1) 제1 소송: 한미 FTA 지재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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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발효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협

상 자료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공익감사 청구 외 ‘남희섭’(이하, 

‘관련소송원고’라 합니다)이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

개를 청구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3년 6

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부 취소”

라고 한 이유는 제2심 법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소송원고’가 특정한 협상 자료

의 목록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재판부에 확인해 준 것에 대

해서만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재판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유하

고 있는 협상 자료는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협상 자료를 ‘관련소송원고’에게 공개하였습니다.

Ÿ 정보공개청구: 2015. 3. 19.

Ÿ 산업통상자원부의 처분: 2015. 4. 10.

Ÿ 소 제기: 2015. 7. 9.

Ÿ 서울행정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구합67977 판결

Ÿ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6누82487 판결

Ÿ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7769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은 심리불속

행기각 판결을 하면서 제2심 판결의 ‘별지 3’에 오기가 있다면서 이를 ‘별지’로

직권 경정하였음.6)

Ÿ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소송원고’에게 정보공개: 2018. 10. 30.

Ÿ 소송기록전체(증 제1호의1): https://tinyurl.com/yyeev9bw

Ÿ 판결 후 산통부가 공개한 정보(증 제1호의2): https://bit.ly/2CFPGKA 

2) 제2 소송: 한-EU FTA 및 한-EC 지재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관련소송원고’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간 비공개 합의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

에는 한-EU FTA 협상 자료 외에도 1980년대말과 1990년대 초에 있었던 구주공동체

6) 대법원 판결문의 별지는 http://ko.knowledgecommune.net/?p=27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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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와의 지재권 협상 자료와, 한-EU FTA 협정 발효 후 양측이 회합한 내역에 관한

정보와 양측이 회합하면서 주고받은 문서의 공개 청구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

통상자원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이에 불복한 소송 끝에 법원은 산업통상

자원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소송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공개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0장) 협

상 과정에서 우리가 EU 측에 제공한 문서는 하나만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

원부는 소송 과정에서 협상 자료가 없다거나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거나 청구된 정보를

찾으려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2년 내내 펼쳐 왔습니다.

 

Ÿ 정보공개청구: 2016. 6. 7.

Ÿ 산업통상자원부의 처분: 2016. 7. 4.

Ÿ 소 제기: 2016. 10. 3.

Ÿ 서울행정법원 2018. 11. 2. 선고 2016구합76893 판결

Ÿ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2018누75469 판결

Ÿ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58810 판결(심리불속행기각)

Ÿ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소송원고’에게 정보공개: 2020. 3. 30.

Ÿ 소송기록 전체(증 제2호의1): https://tinyurl.com/y6d4tauk

Ÿ 판결 확정 후 산통부가 공개한 정보(증 제2호의2): https://tinyurl.com/y3ljdwxo 

3) 제3 소송: 한미 FTA 2 정보공개 소송

관련 제1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소송원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재판부에 비

공개열람심사를 위해 제출한 협상 자료의 목록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도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한미 FTA 협

상 자료의 목록 정보조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관련소송원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청구를 하

면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정보 등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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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법원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는 ‘관련소송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이 역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Ÿ 정보공개청구: 2016. 4. 25.

Ÿ 산업통상자원부의 처분: 2016. 7. 4. 

Ÿ 소 제기: 2016. 10. 4.

Ÿ 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6구합77056 판결

Ÿ 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누55042 판결

Ÿ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두33121 판결(심리불속행기각)

Ÿ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소송원고’에게 정보 공개: 2020. 6. 25.

Ÿ 소송기록 전체(증 제3호의1): https://tinyurl.com/y6dh8r8y

Ÿ 판결 확정 후 산통부가 공개한 정보(증 제3호의2): https://tinyurl.com/y5ake9j3

3. 적극적 공개 의무 위반 및 정보공개 청구권의 존중 의무 위반

가. 개요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

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으로서

‘적극적 공개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

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며,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

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에게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를 부

과하고 있습니다.7)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의무

7)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2019 개정판),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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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은 법원 판결을 통해 공개가 결정된 정보에 대해서조차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단순

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의도적이며 적극적인 고의로 법령 위반이 매우 중대합니

다. 

나. 한-EU FTA 지재권 협상 자료

1) 공개청구 정보

앞의 ‘2. 나. 관련 소송’ 중 ‘제2 소송’에서 공개를 청구한 한-EU FTA 지재권 협상 자

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3 정보:한-EU FTA 지재권 분야 협상과 관련하여, (1) 우리 측이 유럽연합 측에

제공한 문서·기타 자료의 목록, (2) 해당 문서 또는 자료.

❍ 제4 정보: 한-EU FTA 지재권 분야 협상과 관련하여, (1) 유럽연합 측이 우리 측에

제공한 문서·기타 자료의 목록, (2) 해당문서·기타 자료.

2)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한-EU FTA 지재권 협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원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여전히 한-EU FTA 지재

권 협상 자료를 극히 일부만 공개하여 정보공개법의 ‘적극적 공개 의무’와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관련 제2 소송 판결 확정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소송원고’에게 공개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3 정보: 1건만 공개 - Geographical indications Korean Proposal (10 March 2008).

❍ 제4 정보: 원처분에서 공개한 것 외에 1건만 추가로 공개 - Geographical indications 

EC revised (26 June 2008), Presumption of Authorship or Ownership (2008.01.28.), GI 

Protection Level (2008.12.09.), EU food Gls transcription into the Korean alphabet 

(2008.12.12.), EU spirit Gls transcription into the Korean alphabet (2008.12.12.), EU 

wines Gls transcription into the Korean alphabet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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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우리측 제공 문서 EU측 제공 문서

2007. 05. 07.~11: 제1차 협상 없음 없음

2007. 6. 5. 회기간 협상 없음 없음

2007. 07. 16.~20: 제2차 협상 없음 없음

2007. 09. 17.~21: 제3차 협상 없음 없음

2007. 10. 15.~19: 제4차 협상 없음 없음

 2007. 11. 19.~23: 제5차 협상 없음 없음

2008. 01. 28.~02.01: 제6차 협상 없음 저작(권)자 추정 관련 1건

2008. 05. 12.~15: 제7차 협상 지리적 표시 관련 1건 없음

2008. 8. 27.~29. 확대 수석대표간

협의
없음 없음

2009. 3. 2. 수석대표간 협의 없음 없음

2009. 03. 23.~24: 제8차 협상 없음 지리적 표시 관련 5건

2009. 4. 2. 통상장관회담(런던) 없음 없음

2009. 5. 25. 통상장관회담(서울) 없음 없음

2009. 6.~9. 추가 협상(지재권 형사

집행 분야, 화상회의)
없음 없음

3)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의무 위반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정보를 한-EU FTA 협상 차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공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정

보공개청구인은 물론 사법부를 조롱하는 수준입니다. 한-EU FTA는 제1차부터 제8차

그리고 추가 협상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재권

분야 협상을 위해 우리측은 단 1건의 문서만 유럽연합측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

더라도 터무니없습니다. 한-EU FTA 지재권 분야 협상 과정에서 어떤 문서가 교환되었

는지 그 전모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아래 항목 ‘4)~6)’ 문서가 누락되

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4) 통합 협상문(Consolidated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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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은 분과별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맨 처음에 양측이 자신의 협상 문안을 제

시한 다음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협상문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협상이 시작됩니다. 통

합 협상문은 양측의 입장이 동일한 사안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리한 다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중괄호(‘[]’)로 표시해 둡니다. 통합 협상문을 만든 다음부터는 협상 때마다 이

통합 협상문을 놓고 협상을 벌여갑니다. 한-EU FTA 지재권 분야 협상도 이 과정을 통

해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결국 협상 과정이란 양측의 이견을 없애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측과 유럽연합측이 맨 처음 제시한 지재권 협상 문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차 협상 후에 만든 통합 협상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제3~8차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제안한 통합협상문 수정안과 이 수정안을

반영한 통합협상문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합협상문은 협정 조문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경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합협상문은 이처럼 외교적으로도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협정문의 해석과 이해를 위한 사료적 가치와 학문적 가치도 높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나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교통상부

는 2007. 10. 12. 제3차 한-EU FTA 협상 기자브리핑 참고자료에서 지재권 통합협정문

은 우리측 수정안을 담아 2007. 9.4.~6. EU측에 송부하였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2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

다.

제2 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증거인 갑 제18~19호증을 보더라도 양측은 협상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갑 제18~19호증은 EC가 유럽의 시민단체 담당자에게 공개한 문

서인데, 갑 제18호증은 EC가 한-EU FTA 제2차 협상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

문서 1면에는 지재권 협상이 2007년 7월 18일 10시부터 17시반까지, 그리고 19일 9시

반부터 16시까지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 협상 전반에 대한 평가 –지재권
논의 주요 결과”(I. GENERAL ASSESSMENT –IPR main outcome of discussion) 제목 바

로 아래에는 “공식 협상 직전에 한국측에 배포한 EC 제안 문서를 토대로 협상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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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Talks were based on the EC draft proposal circulated to Korea shortly before the 

round.)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갑 제18호증 및 아래 그림 참조).

즉, 공식 협상 전에 유럽연합측 협상문안이 우리측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됩니다. 즉, 갑 제18호증 3면에도 지재권 장에 대한 EC의

협상문안이 2차 협상이 열리기 전에 한국측에게 제공되었다고 합니다(갑 제18호증 및

아래 그림 참조).

그리고 우리측은 8월말까지 우리측 협상문안을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갑 제18호증 2

면 및 아래 그림 참조). 참고로 2007년 8월에는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았고 제3차 협상

이 2007년 9월 17~21일에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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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전에 양측이 문서나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관련 제2 소송에서 법원이 채택

한 갑 제19호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 제19호증은 2008년 9월 18, 19일에 열린

회기간 협상에 관한 보고서입니다.8) 

갑 제19호증에 따르면, 회기간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GI) 이외의 사안에 관해서는 지재

권 장에 나오는 “당사국”의 의미 명확화, 국경조치의 범위,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집행

조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논의는 회기간 협상 이전에 양측이 교환한

수정 문건(revised drafts)에 드러나 있는 미해결 쟁점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에 대한 논의는 우리측의 7월 29일자 역제안(counter-proposal)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고 합니다(갑 제19호증의 1면 및 아래 그림 참조). 참고로 2008년에는 공식 협상이 1월

과 5월, 2차례 뿐이었습니다.

5) 지재권 분야의 쟁점과 관련된 자료

8) 한편, 이 회기간 협상에 관한 정보는 우리 정부의 공식 FTA 사이트의 “한-EU FTA 일지”에는 존
재하지 않습니다(http://fta.go.kr/eu/inf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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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과 협상 타결 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 국회

회의록, 언론보도, 정부의 보도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에 보고한 사항

등을 종합하면 지재권 분야 협상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형사 집

행 분야는 항목을 따로 잡아 설명합니다).

❍ 2006. 9. 26.~27. 제2차 예비협의: 제1차 예비협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 대해 양측이 과거 제3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

❍ 2007. 5. 7.~11. 제1차 공식 협상(서울)

Ÿ 상품, 서비스/투자 등 4개 분과를 설치하고 필요시 기술적·세부적 사안을 논의하

기 위한 소분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

❍ 2007. 7. 16.~20. 제2차 공식 협상(브뤼셀)

Ÿ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준수 여부에 대해, EU 입장은 양측 모두 싱가포

르 조약을 준수하자는 것인 반면, 우리측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조약이고 EU 

회원국 중 일부 국가만 가입한 조약이므로 조약 준수 의무화 조항은 수정이 필

요하다는 입장을 취함.

Ÿ 미등록 디자인 보호에 대해, EU 입장은 이미 공지된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협정문에 명시할 실익이 없다는 입

장.

Ÿ 디자인권 보호 기간에 대해, EU 입장은 최소 5년, 5년마다 갱신하여 최장 25년

으로 연장하는 것인 반면, 우리측은 TRIPS 협정에 따르자는 입장.

Ÿ 특허법 조약 준수 여부에 대해, EU 입장은 양측 모두 특허법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인 반면, 우리측은 EU 회원국 중 영국만 특허법 조약에 가입한 상태

이므로 의무화할 수 없다는 입장.

Ÿ 지재권 집행(enforcement)와 관련하여 증거보전조치에 대해, EU 입장은 소송 개

시 전 증거보전을 위한 잠정조치를 보장하는 조항을 두자는 것인 반면, 우리측

은 입장을 정하지 못하였음.

Ÿ 지재권 집행과 관련하여 회복조치에 대해, EU 입장은 사법당국이 지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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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회수 등의 명령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음.9)

❍ 2007. 9. 17. ~21. 제3차 공식 협상(브뤼셀)

Ÿ 2차 협상까지 유럽연합의 입장은 기 FTA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3차 협상에서

새로운 이슈(공연보상청구권과 추급권)를 제기함.10) 지재권 통합협정문은 우리측

수정안을 담아 2007. 9.4.~6. EU측에 송부함.11) “쟁점별로 우리측 기본입장을 설

명하고, 집행 분야에 대해서는 EU측 제도파악에 주력, EU측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통하

여 우리측 counter proposal을 마련, 통합협정문 형식으로 전달(9.4.) * 주요쟁점: 

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 수용여부, GI 문제(EU측의 구체적인 문안은 아직 제시

되지 않음.12)

Ÿ EU측에서 ‘추급권’ 요구 철회(우리측은 추급권 제도에 장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

하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현

재 한국 미술 시장은 미성숙되어 있으며, 한-EU FTA 협상 차원에서 추급권 도

입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표명하고, 추급권을 FTA 의무 규정에서 삭제

하고 추급권 도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review)하자는 뜻을 EU측에 전달함. 이

에 EU측은 우리측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의무 조항에서 삭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함.13)

❍ 2007. 10. 15. ~19. 제4차 공식 협상(서울)

Ÿ 지재권 분야에서는 ① 지리적 표시, ② 의약품 자료독점, ③ 공연보상청구권, ④

지재권 집행범위가 핵심쟁점이라는 점에 양측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음.14)

❍ 2007. 11. 19.~23. 제5차 공식 협상(브뤼셀)

Ÿ 지재권 분야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핵심 쟁점인 공연보상청구권에 대해 상

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으나,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룸.15)

9) 이상 특허청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위원 요구자료 II (2007. 
10. 26.) 611면.

10) 외교통상부 2007. 10. 12. 보도자료 “제3차 한-EU FTA 협상 참고자료(기타 참고자료) 23면.
11) 외교통상부 2007. 10. 12. 제3차 한-EU FTA 협상 기자브리핑 참고자료(협상개요)
12)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 한-EU FTA 제3차 협상 준비현황(2007. 9. 14.) 7면
13) 문화광광부, 저작권정책팀(2007년 10월) ‘한-EU FTA 협상 현황보고’ 5면.
14) 외교통상부 2007. 10. 19.자 보도자료 “한-EU FTA 제4차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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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28.~.2. 1. 제6차 공식 협상(서울)

Ÿ 공연보상청구권 요구를 EU가 철회하고, ‘공중전달’의 의미를 WPPT의 정의 규정

과 동일하게 하여 공연보상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Ÿ 지재권 분야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완전히 합의된 문안 도출, 

논의가 미진했던 분과는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 또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이슈를 정리하고 차기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자동차 비관세, 원산지 등 핵

심쟁점을 집중 논의하기로 함.16)

❍ 2008. 5. 12. ~15. 제7차 공식 협상(브뤼셀)

Ÿ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리적 표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어 협상

❍ 2008. 12. 15.~18 제2차 확대 수석대표회담(오스트리아 비엔나): 상품양허, 비관세조

치, 원산지ㆍ통관, 서비스, 지재권 분야 분과별 협상도 병행 개최.

❍ 2009. 3. 2. 수석대표간 협의(브뤼셀) 한-EU 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잔여 쟁점에 대

해 협의.

❍ 2009. 3. 23.~24. 제8차 공식 협상(서울): 한-EU FTA 협상의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하

여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동 내용을 통상장관들에게 보

고. 제8차 협상에서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

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한편, 한-EU FTA 지재권 분야 협상 분과 분과장이었던17) ‘남영숙’은 제7차 공식 협상

이 끝난 직후 한-EU FTA 저작권 분야 협상 내용을 정리하여 계간 저작권에 논문을 투

고 하였습니다(제2 소송, 갑 제14호증). 이 논문에는 저작권 관련 쟁점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저작권 보호기간 기산점을 자연인의 수명으로 하지 않

는 업무상 저작물이나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EU와 우리나라의 법 규정이 서

로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협상단이 판단하여 조항 자체를

15) 외교통상부 2007. 11. 27.자 보도자료 “한-EU FTA 제5차 협상 결과”.
16) 외교통상부 2008. 2. 4.자 보도자료 “한-EU FTA 제6차 협상 결과”.
17) 좀 더 정확하게는 4개 분과(‘상품’, ‘서비스/투자’, ‘규범이슈’,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분과) 중

‘규범이슈’ 분과의 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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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는 것으로 합의(제2 소송, 갑 제14호증 10면).

❍ 공연보상청구권: EU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협상단은 “공연보상청구권을 저작인

접권자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소상인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한·미 FTA를 통하여 저작인접권자의 보호를 50년에서 70년으로 연

장하여 저작인접권자의 보호수준이 이미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

하다는 논리로 대응”(제2 소송, 갑 제14호증 12면).

❍ 추급권: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은 추급권은 국내적으로 생소한 제도로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 기간의 국내적 의견수렴과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EU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는 협정문상 의무사항이 아니

라 추후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정리”(제2 소송, 갑 제14호증 14면).

❍ 방송사업자의 권리: “한·EU FTA에서 EU측은 방송사업자의 권리 관련, 방송사

업자에게 (i) 방송물의 재송신권, (ii) 방송물의 ‘고정권’, (iii) 인터넷을 통한 TV

방송신호의 재송신권, (iv) 입장료를 받는 사업장에서 방송물을 공중전달하는 것

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제2 소송, 갑 제14호증 15면).

위에서 정리한 쟁점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자료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자료 6

건(우리측 1건, EU측 5건)과 저작권 추정에 관한 EU측 자료 1건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아무런 문서도 교환하지 않고 구두로만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

인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쟁점에 대해 구두로만 협상해서는 결론에 도달

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많은 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하며, 위

EC가 공개한 보고서(제2 소송의 갑 제18, 19호증)만 봐도 양측은 협상 전에 자료들을

주고받았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6) 지재권 형사 집행 관련 문서

지재권 형사 집행 분야는 한-EU FTA 협상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외 협상 권

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18) 그래서 공식협상이 끝날 때까지 EU측이 협상 문안으로

18) 이러한 이유로 한-EU FTA 협정문안이 2011. 7. 11. 잠정발효될 때에도 지재권 형사 집행에 관

한 조항들(제10.54조~10.61조)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EU 이사회의 2010. 8. 20. ‘한-EU 
FTA  타결에 관한 결정(제8505/10호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재권 형사 집행 조항을

포함한 협정 전체 발효는 2015. 12. 13.에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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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EU 측은 2009. 3. 12.~24. 제8차 공식협상이 끝

난 2009. 4. 20. 지재권 형사 집행 관련 문안을 우리측에 이메일로 보내왔고, 양측은 화

상회의를 하면서 협상을 이어간 후 2009년 9월경에 가서야 지재권 협상 집행 조항에

관한 문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양측이 협정의 사실상 타결을 선언한

2009. 7. 14.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특이한 협상 결과입니다.

지재권 형사 집행 분야의 협상 경과와 내용은 특허청이 공개한 보고서에 자세히 나옵

니다. 특허청 보고서는 제2 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갑 제6호증으로 제출되었고, 인하

대학교 법학연구소의 ‘김원오’가 연구책임을 맡아 작성되었고 특허청이 공개하였습니

다. 이 보고서는 2009. 8. 31. 즉, 제2차 법률검토회의(2009. 8. 24.~26.)가 끝난 직후로

아직 협정문에 가서명(2009. 10. 15.)을 하기 전에 특허청에 제출되었고, 특허청은 정식

서명(2010. 10. 6.) 약 1년 전인 2009. 12. 22. 이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아래 특허청

사이트의 해당 페이지19) 화면 갈무리 참조).

19) 
http://www.kipo.go.kr/kpo/user.tdf;jsessionid=9863ca6b30d50237801491464e0883afaf1c4b2d7a22.www?a=u
ser.ip_info.journal.BoardApp&board_id=journal&cp=8&pg=1&npp=10&catmenu=m04_02_01&sdate=&edat
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9088&gubun=



- 19 -

분야 쟁 점 사 항 협상대응

형

사

집

행

§10.24.1 형사집행을 적용해야 하는 지재권 
범위

o 상업적 규모의 상표침해 및 저작권 해
적물에 대해서 적용

o 수용 가능
-국내법에 이미 반영

§10.24.2 형사집행에 포함될 수 있는 지재권
의 추가적인 범위

o 지리적 표시,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
접권

o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되 탄
력적으로 대응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이

미 형사집행이 반영되어 있
으므로조문에서 삭제

- 지리적 표시에 대한 국내
의 통일된 체계가 없고 
권고조항이므로 전체 문
안 삭제 요구

§10.24.3 위조 상표레이블의 수입 및 사용 
대한 형사집행 적용 여부

o 수용 불가
- 현행 상표법에서 위조 상표

레이블은 간접침해며, 간접
침해에 대한 형사적용 여
부가 명확하지 않음

< 표5-1> 형사집행 분야 협상의 주요쟁점

이 보고서에는 지재권 형사 집행에 관한 EU측 초안과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이 상세하

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경위가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협상 경위에 대해 갑 제6증 164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측 초안과 우리측 대응은 166면에 표(아래 <표5-1>로 정리해 공개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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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EU가 요구한 “수입
“은 상표법에 없음

§10.24.4 법인의 책임 여부
o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및 법인에 대해

서도 형사책임 부여

o 수용 가능
- 국내법에 이미 반영
- 상표법 및 저작권법에 양

벌 규정 있음

§10.24.5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책임 여부 o 수용 가능
-형법에 이미 반영

§10.24.6 침해 물품의 압류
o 수용 가능

- 한미 FTA 18.10.27(b)와
유사

§10.24.7 벌금
o 침해에 대해서 벌금 및 징역 가능

o 수용 가능
- 한미 FTA 18.10.27(a)와

유사
§10.24.8 몰수

o 침해 물품 및 이와 관련된 물품에 대
해서 몰수 가능

o 수용 가능
- 한미 FTA 18.10.27(c)와

유사

§10.24.9 피고 및 제3자의 보호
o 수용 가능

- 피고 및 제3차 대한 보호
는 이미 우리법에 반영

§10.24.10 재협상 조항
o 협정 발효후 3년 이내 문안 재검토

o 수용 불가
- 지재권 분야는 변경사항

에 대해서 Joint W/G에
서 해결 가능

또한, 보고서 170면 이하에는 지재권 형사 집행과 관련하여 EU측 초안에서 삭제한 조

문에 대해 그 이유를 상세하고 설명하고, 최종 타결 결과를 우리측 수용, 수용불가로

나누어 표로 정리해 공개하였습니다(172면의 표 5-2).

제2 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갑 제20호증에도 지재권 형사 집행에 관해서는 공식협상

이 끝난 이후 화상회의와 전화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이메일로

교환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갑 제20호증을 보면, 2009년 6월 10일 오전 7시 43분

에 우리측 담당자는 EU측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형사 집행 조항에 관한 한국

측 협상문안을 첨부하였습니다(제2 소송의 갑 제20호증 1면 및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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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재권 형사 집행 조항을 협상하면서 양측이 2009. 4. 20.과 5. 7. 등 여러 차

례 문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제2 소송의 원심 판결문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

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소송원고’에게 공개한 정보에는 지재권 형사 집행에 관

한 문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공개법 제3조의 적극적 공

개 의무와 제6조의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다. 지재권 대화체(IP Dialogue) 관련 자료

한-EU FTA 협정문 제10.69조 제2항은 양측이 지적재산 대화체(IP Dialogue)를 설치·유

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적재산 대화체의 활동은 제10.6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

니다. 지적재산 대화체에 대해 ‘관련소송원고’는 아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법원

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공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유럽연합과 우리 정부 간의 ‘IP Dialogue’와 관련하여, (1)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일자별 목록, (3) 해당 문서”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래 5개 문서만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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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elegation Korea-EU IP Dialogue (2012. 9. 16.)

Korean Delegation Korea-EU IP Dialogue (2014. 9. 16.)

Draft Agenda, Korea/EU IP Dialogue (2014. 9. 25.)

Consolidated Agenda, EU/Korea IPR Dialogue (2012. 9. 26.)

Consolidated Agenda, EU/Korea IPR Dialogue (2015. 11. 5.)”

이 5개의 문서는 여전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먼저, 참석자 명단의 경우 지적재산 대화

체 1차 회의(2012년), 2차 회의(2014년), 3차 회의(2015년) 중 1차와 2차만 있고 3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EU측 명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 의제(Agenda)의 경우 제2차와 제3차 회의를 위한 우리측 제안 의제와 제1차 회의

를 위한 EU측 제안 의제만 있습니다.(우리측 제안 문서는 Korea/EU IPR Dialogue와 표

기되어 있고, EU측 제안 문서는 EU/Korea IPR Dialogue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제 외에 회의장에서 또는 회의 전후로 양측이 주고받

은 문서의 목록과 문서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협정문을 보

거나 실제 지적재산 대화체의 논의 내용을 봐도 극히 일부만 공개한 것임이 분명합니

다.

먼저, 한-EU FTA 제10.69조 제1항은 지적재산 협의체의 활동은 가호에서 마호까지 열

거된 아래 활동을 포함합니다.

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 체제와 보호 및 집행의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교

환, 입법 진전 상황에 대한 경험의 교환

나.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경험의 교환

다. 세관, 경찰, 행정 및 사법기관에 의한 중앙 및 지방 단계에서의 집행에 관한

경험의 교환, 다른 나라와의 조정을 포함하여 위조품의 수출 방지를 위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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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량 배양, 그리고

마. 특히 업계 및 시민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증진 및 전파, 소

비자와 권리자의 공중인식 증진

이러한 활동을 위한 회의를 하면서 양측이 의제를 정한 문서만 교환했다는 것은 사실

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적재산 대화체의 실제 논의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

다. 

실제 개최된 지재권 대화체의 논의 내용

EC가 유럽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재권 대화체 제1~3차 회의에서 아래 내용

을 논의했습니다.

❍ 2012. 9. 26. 제1차 IP Dialogue 회의(브뤼셀): 양측은 지재권이 투자와 창작, 고용을 
증진시키는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제도란 점을 재확인하고, 양측의 지재권 관련 최
근 입법이나 정책 동향에 대한 주요 정보를 주고 받았음. EU측은 유럽 기업들에게 
미해결 쟁점인 일부 지재권 집행 관련 문제(상표 스쿼팅, 한국 특허의 무효율, 공연
권에 관한 저작권 조항의 이행 문제를 포함)를 알리는 계기로 삼음.20)

❍ 2014. 9. 25. 제2차 IP Dialogue 회의(서울): 양측은 지재권 분야 특히, 특허와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 동향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 EU측은 
공연권에 관한 조항에 대한 FTA 이행 문제와, 한국 법률을 한-EU FTA에 맞게 고
쳐야 한다는 점은 환기시킴. 회의는 지재권 집행 문제들을 논의함. 또한 양측은 제3

국에서의 지재권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함.21)

20) The Parties reaffirmed the primary importance they both attribute to intellectual property as an 
essential instrument to promote investment, creativity and employment. The meeting allowed the EU 
and Korea to exchange useful information on each side's recent legislative and policy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EU took the opportunity to inform Korea about a few IP 
enforcement issues that remain a matter of concern for European companies, including trademarks 
squatting, invalidation rates in the Korean patent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copyright 
provisions with regard to public performance rights in Korea. (EC Report of 2013, p. 7).

21) Both sides gave an update about the legislative and policy developments in the IP area, notably on 
patents, trade marks, designs and copyrights. The EU recalled the FTA implementation issue 
concerning the provisions on public performance rights, and the need for aligning Korean legislation 
with the FTA. The dialogue also covered IP enforcement issues. In addition, the partie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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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1. 5. 제3차 IP Dialogue 회의(브뤼셀): 양측은 지재권 특히, 저작권, 특허, 상
표 및 집행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 동향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 EU측은 표
준 필수특허와 한국의 경쟁정책당국 간의 균형 유지의 중요성을 제기함. EU측은 또
한 공연권에 관한 FTA 의무 미이행(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 
사안이 한국과 EU 양측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22)

이처럼 지재권 전반에 대한 양측의 입법 동향과 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방의 미이행 쟁점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구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

측은 의제 외에 관련 쟁점에 관한 문서 교환을 하였을 것이 분명하지만 산업통상자원

부는 이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므로(제2조 제1호), 회의 전후로 양측이 전자우편을 통해 주고받은 문서도 공개

를 해야 하며, 회의장에서 파워포인트 등으로 발표를 했다는 해당 문서도 공개해야 합

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서에 첨부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공개해야 하지만 이

정보들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EU측은 공연보상청구권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이와 관련된 양측의 문서 교환이 하나도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

니다.

한편, 지적재산 대화체 회의에 외교통상부는 제1차 때 5명, 제2차 때 3명이 참석하였

고, 제3차 때는 외교통상부에서 대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3차 회의 참석자 명단은 산

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 문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

유하고 있지 않다고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라. 한-EU FTA 발효 후의 자료

their respective approach and strategy towards IP issues in third countries.(EC Report of 2015, p. 7).
22) Both sides gave an update about the legislative and policy developments in the IP area, notably on 

copyright, patents, trade marks and enforcement. The EU side rais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the right holder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and implementers in Korea's 
competition policy. The EU side further expressed its concerns about the lack of implementation of 
the FTA provisions on public performance rights, pending the revision by Korea of the Copyright Act 
and underlined the economic importance for both the EU and Korea of this issue.(EC Report of 
2016,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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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행위별 개최 내역

년도 이행위 개최일자/장소
2011 10.12/서울

2012

무역위원회 10.16/브뤼셀
상품위원회 9.25/브뤼셀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9.26/브뤼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화학물질 작업반 4.26-27/브뤼셀

2013

무역위원회 10.15/서울
상품위원회 9.12/서울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9.13/서울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화학물질 작업반 9.26-27/서울

2014

무역위원회 10.16/브뤼셀
상품위원회 9.16/브뤼셀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9.17/브뤼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화학물질 작업반 6.17-18/브뤼셀

2015 무역위원회 9.15/서울

1) 공개청구 정보

제2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공개청구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5 정보: 한-EU FTA 발효 후 양측이 회합한 내역에 관한 정보(지재권 분야에 한

정되지 않음). 회합한 내용은 한-EU FTA 협정 제15.1조의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가

제15.1조 3항 다목에 따라 감독하는 전문위원회, 작업반 및 다른 기관의 회합내역과

협정 제15.1조 4항 나목의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

의 의사교환”을 포함합니다.

❍ 제6 정보: 한-EU FTA 발효 후 양측이 회합한 과정에서(지재권 분야에 한정되지 않

음), (1) 우리측이 유럽엽합측에 제공한 문서·기타 자료의 목록, (2) 해당 문서·자료, 

(3) 유럽연합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문서·기타 자료의 목록, (4) 해당 문서·자료.

2)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정보

판결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위 ‘제5 정보’에 대해 아래 내역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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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위원회 9.8/서울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9.7/서울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화학물질 작업반 6.10-11/서울

청구정보 실제로 공개한 정보 비고
제5 정보: 한-EU FTA 발효 후 양측이

회합한 내역에 관한 정보(지재권 분야

에 한정되지 않음). 회합한 내용은 한

-EU FTA 협정 제15.1조의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가 제15.1조 3항 다목에 따

라 감독하는 전문위원회, 작업반 및

다른 기관의 회합내역과 협정 제15.1
조 4항 나목의 “민간 부문과 시민 사

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사교환”을 포함합니다.

제1~5차 무역위 의제, 제
1~4차 상품위 의제, 제
1~3차 한반도 역외가공

위원회 의제, 제1~4차 화

학물질 작업반 의제, 제
2~4차 의약품 작업반 의

제, 제 2~4 차 자동차 작

업반 의제

일부만 공개, 1심 판결

문에서 지적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
'시민사회 포럼'조차 빠

져 있음.

제6 정보: 한-EU FTA 발효 후 양측이 한-EU FTA 발효 후 양측 - 의제만 공개(그것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 처분에서 위 ‘제5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하였습

니다.

[IP Diagloge 회의 내역]

제1차 회의 2012. 9. 26. 벨기에 브뤼셀

제2차 회의 2014. 9. 25. 서울

제3차 회의 2015. 11. 5. 벨기웨 브뤼셀

[GI 작업반 회의 내역]

제1차 회의 2013. 10. 25. 서울

제2차 회의 2014. 11. 16. 벨기에 브뤼셀

제3차 회의 1015. 9. 14. 서울

제4차 회의 2015. 11. 4. 벨기에 브뤼셀

위 ‘제6 정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소송원고’에게 무역위, 상품위, 한반도

역외가공 위원회, 의약품 작업반, 자동차 작업반, 화학물질 작업반의 의제가 기재된 문

서만 공개하였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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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한 과정에서(지재권 분야에 한정

되지 않음), (1) 우리 측이 유럽연합

측에 제공한 문서·기타 자료의 목록, 
(2) 해당문서·자료, (3) 유럽연합 측이

우리 측에 제공한 문서·기타 자료의

목록, (4) 해당문서·자료

의 회합 내역

일부는 최종이 아니라

초안)
- 회의를 위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음.
- 의약품 작업반과
자동차작업반은 2~4차
안건만 있음.

3)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의무 위반

위 제5 정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정보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1심 판결문에서 지적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 ‘시민사회 포럼’에 관한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 제15.1조 제4항 나목23)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는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역과 지속

가능발전 위원회’와 ‘시민사회 포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 제2 소송의 1심 판결문

에도 “2013. 9. 11.부터 2013. 9. 13.까지 서울 및 세종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

회, 시민사회 포럼이 개최되었으나, 위 각 정보는 피고가 공개한 정보에서 제외되어 있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한 정보는 제5 정보의

일부에 불과하다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5 정보와 관련된 부분 역시 위법하다.”

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EU FTA 협정문의 해석과 협정 이행에 관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는 무역위원회

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위원회의 공동의장입니다(협정문 제15.1

조 제2항). 따라서 위 제5 정보에 특정되어 있는 위원회 등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는 무역위원회의 산하에 있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

23) 4. 무역위원회는
   가. 전문위원회, 작업반 또는 다른 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나.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와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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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EU FTA 제15.1조 제3항 다호24)).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관한 정보가 없

다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25)

다음으로, 한-EU FTA 제15.2조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산하에는 6개 전문위원회(상품무

역 위원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관세 위원회,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

래 위원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설치되고 1년

에 한 번 회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EU FTA 제15.3조에 따르면, 7개의 작업

반(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화학물질 작업반, 무역구제 협

력 작업반,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정부조달 작업반, 지리적 표시 작업반)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한-EU FTA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에 따라 문화협력위원회가 설치되고

1년에 한 번 이상 회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무역위원회는 필요한 전문위원회

와 작업반 등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

면, 협정 잠정발효 후 6년 동안 한 번도 회합을 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와 작업반이 너

무 많습니다.

만약 이들 위원회와 작업반의 회합 내역이 없으면 없다고 밝히고, 회합은 하였지만 관

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 부존재’라고 밝혀야 합니다.

제6 정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리적 표시(GI) 작업반에서 양측이 교환한 문

서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C가 유럽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GI) 작업반은 아래 사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2013. 10. 25. 제1차 GI 작업반 회의(서울): 절차규칙안을 논의하였으나 채택되지는

못함. 주요 안건은 EU측이 제안한 지리적 표시 목록을 부속서 10-가에 추가하는 문

제로, EU 회원국이 지리적 표시에 관심이 많음을 강조하고 최대한 많은 목록을 부

속서 10-가에 추가해야 함을 강조함. 한국측도 추가할 지리적 표시를 제안할 것이라

24) 3. 무역위원회는
   … (중략) …
   다.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 작업반 및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감독한다.
25) 만약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그 근거를 밝히고 정보공개법에 따

른 이송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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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함.26)

❍ 2014. 11. 6. 제2차 GI 작업반 회의(브뤼셀): 절차 규칙에 대해 양측이 내부 절차를

완료하면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진전을 봄. 양측이 새로 추가할 지리적

표시 목록을 제출함.27)

❍ 2015. 11. 4. 제4차 GI 작업반 회의(브뤼셀): 추가할 새로운 지리적 표시 목록에 대

한 진전을 이루고, 추가를 위한 절차에 관한 논의를 이어감. 2015년 2차례의 회의에

서 유럽 지리적 표시의 한국 시장에서의 집행과 한국 지리적 표시의 유럽 시장에서

의 집행에 관해서도 논의함.28)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 정보에 대해 각 위원회의 회의 안건이 기재된 문서만

공개하였습니다. 그것도 최종 안건이 아니라 안건 초안에 관한 정보만 공개하기도 하

였으며, 의약품 작업반과 자동차작업반은 제2~4차 회의 안건만 있습니다. 결국, 협정

이행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회의에서 양측이 안건 문서 외에는 아무런 문서

나 자료도 교환하지 않고 구두로만 논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

습니다.

마. 구주공동체와의 지재권 협상 자료

1) 공개청구 정보

‘관련소송원고’는 제2 소송에서 우리나라와 구주공동체의 지재권 협상 자료에 대해 아

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26) The draft rules of procedure were discussed but not yet adopted. The main subject of the meeting 
was the EU’s proposal to include new EU GIs in Annex 10-A of the FTA. The EU emphasised the 
interest that EU Member States attach to GIs and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the list by as many 
GIs as necessary. Korea also announced the intention of proposing Korean GIs to the said 
Annex.(EC Report of 2014, p. 8).

27) Substantial progress was made on the draft rules of procedure, which can be adopted once both 
parties have completed their internal procedures. Both parties submitted and discussed their respective 
lists of new GIs to be added to the list of protected GIs under the FTA.(EC Report of 2015, p. 8).

28) Progress was made on the new GIs to be added to the list of protected GIs under the FTA and 
discussions continued on the process leading up to such additions. In both meetings the parties also 
discussed enforcement of some European GIs on the Korean market and some Korean GIs on the 
EU market. (EC Report of 2015,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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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정보: 1986년 7월경부터 1991년 9월경까지 유럽연합(EC)과의 지적재산권

협상 과정에서 (1)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자료의 목록, (2) 해당 문서·자료, (3) 

물질 특허를 우리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보호해 주기로 한 것과 관련된 문서

의 목록, (4) 해당 문서, (5) 당시 우리 정부가 도입하기로 약속한 신약재심사제

도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에 제공한 문서의 목록, (6) 해당 문서.

2)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정보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래 4건의 문서만 공개하였습니다.

① Memorandum

② 서한(91.2.7)

③ 서한(9.3.14)

④ 서한(91.11.13)

3)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의무 위반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정보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산업통상자원부

가 공개한 문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목이 ‘Memorandum’으로 된 문서는 우리 측이 언제 작성해 EC 측에 발송하였는

지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소송원고’에게 문서를 제공할

때에도 일자를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문서의 첫 문장에 구주공동체의 집행위원

회의 1986. 10. 16.자 메모랜덤에 대한 답신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1986년 10월

경에 보낸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만 보더라도 EC로부터 받은 메모랜덤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나머지 3건은 우리 정부가 EC에 보낸 서한으로 1991. 2. 7.자 서한, 1991. 3. 14.자 서

한, 1991. 11. 13.자 서한입니다. 문제는 이 서한의 내용만 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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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 공개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먼저, 1991. 2. 7. 서한은 첫 문장에 EC로부터 1991. 1. 15. 서한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

니다.29) 하지만 EC로부터 받았다는 이 서한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한 3번

째 문단에는 지재권 사안과 관련하여 실무자들 사이의 여러 쟁점에 관한 논의 이후 작

년(1990년) 7월 브뤼셀에서 양측이 이를 점검하는 광범위하고 솔직한 논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30) 이들 논의에 관한 문서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

습니다. 한편, 1991. 2. 7.자 서한은 양측의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무 정보도 없고

1990년 10월에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를 기다리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되풀이한 것이 전부입니다. 더구나 이 서한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신자의 서명도 없고 서한 말미에 들어가는 통상적

인 외교적 문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991. 3. 14.자 서한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EC에 보낸 서한인데, 이 서한

역시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이 서한 역시 앞에서 언급한 1990

년 7월 브뤼셀에서의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991. 11. 13.자 서한에는 자료독점권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서한 본문과 3개의 문서(약사법 영문본, 개정 약사법 영문 번역

본, 자료독점권 기간에 관한 비공식 문서(Non-Paper))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독점권

은 당시 물질특허와 함께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양측이

교환한 문서가 1991. 11. 13.자 서한 하나 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관련 제2 

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갑 제3호증은 자료독점권에 관한 1993년 4월 양해록(Record of 

Understanding)의 일부(제2조 제2항 제c호)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되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와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29)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thanks to you for your letter dated Jan. 15 1991”.
30) “As regard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 I was briefed that, in response to the 

”Aide-Memoire“ you referred to, there had been extensive and candid exchanges vies at the ROK-EC 
Monitoring meeting in Brussels last July, followed by working-level discussion on various occasions 
between officials of my Government and thoses of the EC C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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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 공개가 얼마나 부실한지는 공개청구정보와 실제 공개 정보를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관련소송원고’가 청구한 정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제1 정보에는 유럽연합이 1986. 7.경부터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

구하며 우리나라와 수차례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측이 교환한 문서들, 

1991. 9.경 위 협상이 타결된 이후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제공한 문서 등이 포

함되어 있고, 위 각 문서에는 물질특허 등의 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양측의 구체적 주장 및 그에 대한 대응, 협상의 내용, 법령 개정 계획 등이 기

재되어 있으므로,”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1986년경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랜덤 하나, 1991년에

작성된 3건의 서한만 공개하였습니다. 결국, 1987년부터 1990년까지는 양측이 아무런

문서도 교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바. 한미 FTA 관련 문서

1) 공개청구정보

위 제3 소송에서 ‘관련소송원고’는 아래 정보의 공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청구하였습

니다(법원이 각하한 부분은 취소선 처리를 하였습니다).

❍ 제1 정보: 한·미 FTA 협정 발효 전까지 지재권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무

서 및 기타 자료의 목록.

❍ 제2 정보: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지재권 분야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양측

이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

❍ 제3 정보: 한·미 FTA 협정 지재권 분야와 관련하여, (1) 산업통상자원부(2013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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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대상 피고의 
처분 비공개 사유

제1 정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주고 받은

문서의 목록) 일부만 공개 사유 없음

제2 정보 (한미 FTA 발효 후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 일부만 공개 사유 없음

제3 정보 (한미 FTA 
지재권 관련)

(1) 타부처에 발송한
문서의 목록

부존재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타부처로부터 받은 부존재 보유하고 있지 않음

부조직법 개정 전의 외교통상부 포함)에서 다른 부처, 부서, 기관에 회의 개최를 요

구하는 취지로 발송한 문서의 목록, (2) 타 부처,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한 협상 대

응방안이나 의견을 접수한 문서의 목록, (3) 협상 전후와 협상 대응을 위해 또는 협

상 결과를 정리 요약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의 목록, (4) 앞의 (1)~(3) 목록의 해당 

문서.

❍ 제4 정보: 한·미 FTA 발효 이후 지재권 분야와 관련하여, (1) 미국측과 회합한 내역

에 관한 정보 목록, (2) 회합에서 주고받은 문서 및 기타 자료의 목록.

❍ 제5 정보: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의원이나 대사, 산업계, 협회, 개별 기업으로

부터 받은 (1) 문서의 목록, (2) 해당 문서, (3) 산업통상자원부가 답변을 보낸 것이 

있다면 해당 문서의 목록, (4) 해당 문서(지재권 분야에 한정되지 않음)

❍ 제6 정보: 한·미 FTA 발효 후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나 위원

회 및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1) 문서 및 기타 자료의 목록, (2) 해당 문서(지재권 분

야에 한정되지 않음).

2)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정보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소송에서 법원은

제1 정보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제1 소송을 통해 협상 자료를 모두 제공받았기 때문

에), 제2, 4, 6 정보 중 ‘기타 자료’, 제5, 6 정보 중 ‘지재권 이외의 분야’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

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소송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였지만, 제4, 5 정보는 여전히

부존재 처분을 하였고, 제2, 3, 6 정보에 대해서도 일부만 공개하였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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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목록
(3) 협상 대응/결과 정리

요약 문서 목록
부존재 보유하고 있지 않음

(4) 앞의 (1)~(3) 해당 문서 부존재 보유하고 있지 않음

제4 정보 (미국측과의
회합)

(1) 회합 내역 정보 목록 부존재 검색된 문서 없음
(2) 회합에서 주고받은
문서

부존재 검색된 문서 없음

제5 정보 (미국 의회, 
산업계 등 문서)

(1) 미국 의회, 산업계
등으로부터 받은 문서

목록

일부만 공개 검색된 목록만 공개

(2) 해당 문서 비공개 외교관계 등
(3) 산통부 답변 목록 비공개 이유 없음
(4) 해당 문서 비공개 외교관계 등

제6 정보 (국회 제공
문서)

(1) 문서 목록 비공개 국회에 요청할 것

(2) 해당 문서 비공개 국회에 요청할 것

3)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의무 위반

n 제2 정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두 19건의 목록 정보를 공개하였는데,31) 

2건을 제외하면,32) 모두 회의 일정과 안건에 관한 문서의 목록 뿐입니다. 따라서 산

업통상자원부가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n 제3 정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래 7건의 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

① 한미 FTA 이행위원회 관련 지재권 분야 회의 참석 요청 (발신: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일자: 2015. 3. 16.)

② 한-미FTA 제2차 공동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발신: 산업통상자원부, 수

신: 각 부처, 일자: 2013. 9. 17.)

31)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의제), [경유] 제3차 한미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우리측 의제 송부,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의제 및 대표단),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의제 수정 송부), 한미 FTA 허가특허연계(약사법 개정안 관련 미측 의견 지연), 
한미 FTA 공동위 및 산하 이행기구 개최 추진, 한미 FTA SOM 및 이행위 (미측 수정 의제안), 
한미 FTA 고위급회의 및 이행위 미측 수정 의제안 관련 우리 입장, 한미 FTA 고위급회의 및 이
행위(의제), 한미 FTA 고위급 위원회 및 이행위(의제 및 일정), 한미 FTA 공동위 의제(우리측
(안)), 한미 FTA 공동위 의제(미측 입장), 한미 FTA 공동위 의제 등, 한미 FTA 공동위 의제(미측
재수정안), 한미 FTA 공동위 의제(미측 재수정안에 대한 우리 입장), 한미 FTA 이행위 일정, 한.
미 FTA 이행위 일정 관련, 한미 FTA 위원회 개최 일정(미국 입장 중간 회신), 한-미 FTA 이행
위원회 저작권 분야 후속 조치 요청.

32) 미 FTA 허가특허연계(약사법 개정안 관련 미측 의견 지연), 한-미 FTA 이행위원회 저작권 분야

후속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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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미 FTA 지재권 분야 이행법령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발신: 외교통상

부, 수신: 각 부처, 일자: 2011. 10.경)

④ 제4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말씀자료 작성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 참석 요청(발

신: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각 부처, 일자: 2015 11.경)

⑤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의제 발굴 요청외1(발신: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알

수 없음, 일자: 2015.경)

⑥ 한-미 FTA 이행기구 회의 개최 관련 (장관급 공동위 및 고위급회의)외1(발신: 산

업통상자원부, 수신: 알 수 없음, 일자: 2014년경)

⑦ 한-미 FTA 제2차 공동위원회 준비외1(발신: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알 수 없음, 

일자: 2012년경)

   하지만 이 문서 역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공개된 7건의 문서는

모두 발신인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인 문서입니다. 하지만 공개청구된 정

보에는 타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문서도 포함되는데, 이에 관한 정보는 하나

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 ‘② 한-미FTA 제2차 공동위 관련 관계부처 대

책회의 개최’ 문서에는 첨부문서로 “공동위 의제 및 우리 입장”이 있으나 이에 관

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발효 후의

문서 6건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의 문서 1건만 공개하였습

니다. 하지만 공개청구정보는 협상 당시의 문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관

한 정보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개청구정보에는 “협상 전후와 협상

대응을 위해 또는 협상 결과를 정리 요약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의 목록”과 “해당

문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관한 정보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n 제4 정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정보가 없다는 부존재 처분을 하였습

니다. 제4 정보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지재권 분야와 관련하여, (1) 미국측과 회

합한 내역에 관한 정보 목록, (2) 회합에서 주고받은 문서”인데, 이 정보를 산업통상

자원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위 제3 정

보에 대해 공개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한, 한미 FTA 제22.2조에 따른 공동위원

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은 공동의장을 맡는데 공동위원회는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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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이행과 관련 위원회를 감독하고 협정 이행의 감독 권한을 갖기 때문에

제4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한미 FTA 제18.8조 제11항은 “양 당사국은 검색(주: 특허 검색을 말함) 및

심사업무의 상호 이용을 위한 진전의 기초로서 양국의 특허 기관간 협력을 위한 틀

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되어 있고 이 조항에 따라 한미 양국 특허청은

2015. 5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제18.10조 제25항은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조건

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경조치의 집행에 관한 기술적 자

문을 제공하고, 양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양자적 및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한미 양국의 관세당국은 여러 차례 회합을 하였는데, 

이 조항과 관련된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위

제3 소송 과정에서 ‘관련소송원고’가 서면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도

잘 알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없다고 부존재 처리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존재 처분은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3 소송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정보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가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한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한

미 FTA와 관련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및 이행”, “대미 통상현안 대응”’이라

는 2개의 단위과제를 기준으로 한 ‘기록물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각종 정보를 관

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단위 과제의 명칭에 비추어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 측과 회합한 정보나 문서의 목록도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산

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상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행위원희를 비롯한 이행기구의

설치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이 공식적으로 개최된 사실

이 없어 이 사건 제4 정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4 정보는 한미 간

의 공식적인 회합에 관한 정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

부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6구합77056 판결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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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제5 정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원 처분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이 작성한 13

건의 목록 정보만 ‘관련소송원고’에게 공개하고 해당 문서는 비공개 처분하였습니

다. 하지만 이 정보는 공개청구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은 제5 정보를 전혀 공

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미국 의회나 산업계는 대한민국 정부에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가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위 각 주체들이 2012. 4. 이후

에도 주미한국대사관에 한미 FTA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의견을 빈번하게 전달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5 정보가 전혀 존재하

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6구합

77056 판결문 18~19면). 따라서 제5 정보는 부존재 처리한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위 13건 목록의

문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비공개 제출 자료가 이 사건 제5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법원의 비

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위 비공개 제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제

5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개별 정보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미 양국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관련 문서를 협상 발효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된 비공개 기간이 2015. 3. 14. 종료된 점’이 심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여 해당 문서 자체의 비공개를 추상적인 이유를 들지 말도록 주의까지 
주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6구합77056 판결문 19면).

   서울고등법원 역시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20행부터 제19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고 하면서, “다) 제1심 법원의 위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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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 발효 이후에도 미국 의회나 산업계 등은 주미한국대사관에 한미 FTA 지식

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의견을 빈번하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통상자원

부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의원, 대사, 산업계, 협회, 개별 기업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전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5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정보를 부존재 처

분한 것은 정보공개법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n 제6 정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 소송에서 패소한 후 ‘관련소송원고’에

게 아래 4건의 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

① 김동철의원실 요구자료(한미 의약품)

② 김종훈의원 요구자료(한미FTA이행)

③ 김종훈의원 요구자료(FTA 이행 관련)

④ 홍익표의원실 요구자료(한미FTA관련)

그런데 실제로 공개한 문서들은 어느 의원실에서 언제 요구한 자료를 누가 답변했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4건이 전

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통상부는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2013. 2. 7.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회에 제

출한 바 있습니다(증 제4호). 또한, 2015년 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전면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주한미국대사가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냈고 당시 위원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산

업통상자원부가 ‘관련소송원고’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3 소송에서 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통신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기록물관리시스템 이외에 국회요구자료시스템이라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별도

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므로, 귀원의 감사를 통해 국회요구자료시스템

에 제6 정보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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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소결

1996년 정보공개법(법률 제5242호)을 제정한 취지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임행

정을 구현하며 헌법 상의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

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상의 핵

심 의무인 ‘적극적 공개 의무’와 ‘정보공개 청구권의 존중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특

히, 한-EU FTA 지재권 분야 협상 자료는 우리측이 EU측이 제공한 문서가 하나 뿐이라

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태도는 의도적인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관련 제1 소송의 결과 산

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한미 FTA 협상 자료(증 제1호의2)와 비교해 보더라도 한-EU 

FTA 협상 자료는 고의로 숨기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즉, 제1 소송에서 패소한 산업통

상자원부가 한미 FTA 협상 자료를 공개한 후에는 협상 자료가 없는 것처럼 버티면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정보공개법 위반 행위는 수년에 걸친 소송에서 내린 사

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4.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 위반

가. 개요

정보공개법 제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작

성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

보공개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목록이 위 단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2019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는 3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증 제5호의 28면의 각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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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② OOO의 비위 사실 통보 등 공개 시 사생

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③ OO에 대한 불시

단속계획 등 목록 자체의 공개로 해당 업무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

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법률 위반 행위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자료의 정보목록을 지금까지 하나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4년 한

-칠레 FTA 이후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속도전을 펼치며 FTA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습

니다. 그 결과 2020년 7월 현재 55개국과 16건의 FTA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

은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 상대방과 어떤 문서를 주고받았는지 그 정보목록을

하나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더 이상 대외통상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FTA 협상 자료의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은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의 사

전정보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전공표 정보 중 검색어 ‘fta’로 나온 결과는 모두

5개 뿐입니다(증 제6호 및 아래 화면 갈무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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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검색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제1, 2, 3 소송에서 패소하여 ‘관련소송원고’에게 공개

한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목록은 사법부의 패소

판결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되지도 않습니다. 비공개 사례를 살펴보면, 위 제1 소송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문서 중 제목에 “ipr chapter”이 포함된 문서가 있으나, 이를 검색어로 정보공개포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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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증 제7호 및 아래 화면 갈무

리 참조).

5. 공공기록물 생산·관리·보존 의무 위반

가. 개요

FTA 협상 자료는 모두 공공기록물법에서 말하는 ‘기록물’로서(제2조 제2호) 전자적으

로 관리해야 하며(제6조), 중요 기록물로 이중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기록물의

관리는 공무원이 현재 업무 수행을 위해 과거에 생산한 기록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업

무 인계인수 후 과거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기획 수립시 과거 기록물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얻을 목적 등 단순히 보존만이 아니라 이용을 위한 목적입니다

(행정안전부, 기록관리실무편람, 2011년, 증 제8호의 9면 및 아래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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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안전부는 기록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공무원이 무엇이든 감추려하며

나라 살림을 잘 꾸려나가지 못한다는 불신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위 기록관리실무편람, 9~10면).

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록물법 위반 행위

앞의 ‘3. 적극적 공개 의무 위반 및 정보공개 청구권의 존중 의무 위반’에서 자세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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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FTA와 한-EU FTA 협상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관련 기록목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송 과정에서 몇 년에 걸쳐 공개된 법정에서 수 차례 자인하기

도 하였습니다.

한-EU FTA 지재권 분야 협상 자료에 관한 위 제2 소송에서 피고는 법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협상자료인 “제3 정보를 찾아보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종이문서 중 청

구하는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나(제1심 판결문

10면), 구주공동체와의 지재권 협상 자료에 대해서도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서 당연히 당사국 사이에서는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가 오고 갔으며, 

현재까지 그 일부조차도 전자문서화 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 수만 건에 이를지도

모르는 종이문서를 일일이 열람·검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현실적으로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2017. 5. 준비서

면 11면).

또한, 제3 소송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 3. 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

부의 업무 및 통상교섭과 FTA를 담당하는 부처로 신설되어 기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

섭 및 FTA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이관 받은 관련

문서의 상당부분이 체계화 된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의 형태로만 남아있는 자료의 양도 방대하고, 협상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당사국 사이에 교환하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

통 내역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외교통상

부로부터 이관 받은 문서와 피고의 관할 하에 작성된 문서,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등이

혼재하는 현 상황에서,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각 정보와 같이 포괄적인 정보공개청구

에 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자인한 바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2017. 6. 준비서면 7~8면).

모두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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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자료와 같은 중요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

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1조).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불거진 후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과 회담

을 가진 적이 있는데, 당시 정의당 대표가 한미 FTA 협상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

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협상 자료는 통상 관련 부처에서 잘 관리되

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

무원은 국회의원 중 FTA 협상자료의 관리 문제는 지적하는 의원에게는 협상 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된 법

정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수년째 반복하였고, 실제로 ‘관련소송원고’에게 공개한

정보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협상 자료를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생산·관리·보존

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

FTA는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갖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행 규범입니다. 따라서 FTA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협상 경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행 규범의 해석과 적용이 어려

워 수범자로서 준수해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법률은 국회 회의록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

고서, 검토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그 입법 과정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범

자인 국민들은 입법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법규범이 만들어졌는

지 알 수 있습니다.

FTA 협정문도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발효된지 수년이 경과

한 지금까지 협상 경위를 알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법률 해석과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FTA 협상은 영어로 진행되었고 협상 문서도 영문이었으며 일부(한미 FTA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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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A)를 제외하면 영문 협정문이 정본이기 때문에 협상 경위를 모르고서는 부분적

인 이해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협상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정보공개법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또한, 한미 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입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

률’(통상조약법)을 특별히 제정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거대 경

제권과의 FTA를 수도 없이 체결하면서 협상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정보를 감추고 법원의 판결

까지 무시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통상조약법의 취지를 몰

각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며, 주권자인 국

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과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 행사를 현저하

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치 행정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은 FTA와 같은 통상 행

정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일방 구성원의 이해만 FTA에 반영되

도록 하였습니다. 협상 자료를 감추면 FTA 협정문에 누구의 이해를 주로 반영하였는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통상 관료들은 FTA 비밀주의와 밀행주의를 반복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가령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농촌 지역의 지방

정부에게도 협상 내용을 감추는 정도에 이르렀고,33) 결국 사회 통합을 현저히 저해하

여 농민과 노동자와 같은 국민들의 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협상 자료가 공개되면 우리의 협상 전략이 노출되고 협상 상대

국과 외교 마찰이 생겨 국익이 크게 훼손될 것처럼 우려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위 3건

의 관련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우려는 자신들

의 업무 편의를 위해, 그리고 통상 비밀주의와 밀행주의를 유지함으로써 통상 관료들

33) 예컨대, 2019년 11월 RCEP 협상의 일부 타결이 발표된 후 전라남도 도지사실에서 산업통상자

원부의 통상교섭본부에 협상의 진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통상교섭본부는 진행 중인 협

상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한 바 있습니다. 당시 RCEP은 농산품을 포함한

상품 양허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라남도 지방정부는 관련 협상에 대해 가장 이

해관계가 높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지자체조차 정보 공유에서 배제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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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상 내용이

알려짐으로써 우리의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라

는 공익이 더 잘 실현될 수 있습니다.34)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조

차 무시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현저히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7.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신들의 업무 실적으로 높이기 위해 FTA

양적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상 행정은 뒷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극적 공개 의무, 정보공개 청구인의 존중 의무 및 정보목록의 작

성·비치 의무를 위반하였고,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생산·관리·보존 의무를

위반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는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관련 증거자료

1. 증 제1호의1: 관련 제1 소송의 소송기록 전체.

2. 증 제1호의2: 관련 제1 소송 결과에 따라 산통부가 공개한 정보.

3. 증 제2호의1: 관련 제2 소송의 소송기록 전체.

4. 증 제2호의2: 관련 제2 소송 결과에 따라 산통부가 공개한 정보.

5. 증 제3호의1: 관련 제3 소송의 소송기록 전체.

6. 증 제3호의2: 관련 제3 소송 결과에 따라 산통부가 공개한 정보.

7. 증 제4호: 외교통상부_130212 저작권법 개정안 검토의견(붙임).

34) 서울고등법원도 구주공동체와의 협상 자료에 대해 “위 협상에서의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과 협

상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점, 국민들이 위와 같이 제공받

은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논평 또는 비판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향후 보다 더 나은 협상

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

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들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공개의 필요

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제2 소송, 제2심 판결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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