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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증, 시험·검사 등 기술규제를

통한 국가 간 무역장벽의 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64개 WTO 회원국들이 통보

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4천 건에 육박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통보 건수의 85%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 수출에 애로를 유
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과도하거나 불투명한 규제 등 다양한 무역기술장벽을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

복하였습니다. 실례로 프랑스의 재활용 라벨링 규제는 기존의 유럽 재활용 마크와 함께 표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식 문제 제기하여 약 20억불에 달하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화

학섬유를 포함한 인도의 인증 규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인증 절차 지연으로 실행이 어려운 점을 공식
문제 제기하여 약 3억불의 기업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과 정부가 무역기술장벽에
함께 대응한 결과, 작년에만 약 210억불 이상의 수출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나날이 강화되는 해외기술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1월 무역기술장

벽 종합지원센터를 상시 조직으로 설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역기술장벽 통

보문을 조사·분석하고, 미통보 기술규제를 발굴·검토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고자 기업 설명회·간담

회, 현장 컨설팅,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역기술장벽의 종합정보 포털인 Know
TBT에서는 15대 핵심 국가의 기술규제 내용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규제는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탄소중립시책 추진과 디지털전환 현상이 가속

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학·연·관 모두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이라
는 파고를 넘어설 국가적 대응에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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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시험ㆍ검사ㆍ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기술규제는 제품의 안전과 신뢰도를 높이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고 국가 간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요건의 기술규제는 기업활동

또한 기술규제는 환경, 안전 등 공익을 위해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국제기준에 맞

지 않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는 무역에 장애가 된다. 어떤 나라는 과학적 근거 없이 에어컨의 과도한 에너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 이후, 기존의 관세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무역장벽이 완화되었으나 각국은 기술규제로
대표되는 각종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

후 나타난 세계 경기침체, 무역수지 불균형과 불평등
의 심화,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국내외 정치적 상황, 국
제관계 등으로 인해 최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
국까지도 무역정책 기조가 보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증서를 인정하지 않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에 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다.
각국의 기술규제는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신

설되는 기술규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체 통보
문 발행 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 약 14% 증가했고, 특히

2021년 발행된 통보문 건수는 3,966건으로 2020년
3,352건 대비 약 18% 증가하였다. 그중 주목할만한 사

기술규제는 환경, 안전 등
공익을 위한 정책수단이나,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호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

지효율 성능을 요구하는 기술규제를 도입하였고, 타이어 품질기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시험인

불합리한 기술규제는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

항은 2021년 발행된 통보문의 85% 이상이 개발도상국

에서 발행되었으며, 이릍 통해 기술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기술규제는 융·복합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드론, 전

기자동차 등 신기술 제품의 수출 비중 확대로 향후 무역장벽의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시스템 등에 대한 특정요건을 법률, 시행령,

효율 에너지 제품 제조 필요성,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규제강화

시행규칙, 고시ㆍ공고 등의 법령에 규정하여 법적 구

14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에코디자인 등 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5

TBT 메가트렌드 동향

이러한 기술규제는 정부가 국민안전, 환경보호, 보

건, 소비자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품,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TBT
대응의
중요성

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직ㆍ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규정,

무역기술장벽

TBT 대응 현황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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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역을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목적으로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또는 안전,

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무역기술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큰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바 선제

TBT 협정의 범위는 SPS 협정2)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 및 검역 조치와 정부 조달물품을 제외한

분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
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해외의 사이버공간에서의 보안규제가 여전히 이슈가 되었으며,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기업비밀 침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 융합상품의 대두, 콘
GATT1)체제 출범 이래 TBT가 세계 주요 교역국들의

기술규제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1979년 4월 13일 스위스 제네
바에서 미국, 일본 등 38개국이 GATT TBT 협정을 채
택하였고, 이듬해인 1980년 1월 1일 TBT 협정이 발효

되었으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효력은 제한적이었다.

WTO TBT 협정으로 발효되었다.

WTO TBT 협정은 각 회원국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요건 등을 제ㆍ개정할 때 그 내용

이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회원국의 이해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기술규정, 표준 등과 관련한 무역조치는 전 세계 교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불투명하거나 차별적인 조치, 부당한 조치는 각국의 무역에 커다란 장벽으

TBT 협정의 주요 원칙으로는 첫째, 회원국은 수입물

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정, 표

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준비, 채택 및 적용함에 있어 관

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관련된 부분을

국제무역에 있어서 기술규정,
표준 등과 관련한 무역조치는
전 세계 교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채택해야 한다. 다만,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

인 기술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관련 부분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셋째, 제ㆍ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

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이해당사국들의 의견 수렴을 보장하여야 한다. 의견제시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
고 있다. 또한 이해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협정문(국ㆍ영문)은 해외기술
규제정보시스템(www.knowtbt.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TBT 메가트렌드 동향

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TBT 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무역에 불필요

충 또는 질병, 식품ㆍ음료ㆍ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하는 조치이다.

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각 국의 기술규제는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
1)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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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5년 1월 1일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WTO 회원국 128개국 모두가 가입하여 강제성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포괄한다. 참고로 SPS 협정은 동식물의 해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텐츠 무역의 증가는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 무역장벽의 확대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과 환경보호 등이 해당된다.

TBT 대응 현황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 증가로 비관세 장벽 애로가 높아져가는 상황속에 앞으로도 더 많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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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기술규제, 시험, 인증 등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상

WTO TBT 중앙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술

시 제공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매일 기술규제를 쏟아내고 있으므로 해당 업계가 이에 대한 정보를

해외기술규제 정보수집, 조사분석, 전략수립, 대응단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전담조직 부재로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전문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

표준원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절차는 [그림 Ⅰ-1]과 같이
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TBT 포털과 업종별 단체를

통해 각국의 TBT 통보문을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의
애로를 발굴한다. 그 다음 업종별 단체와 시험인증기

관 및 통상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TBT 통보문 등을

분석한다. 이후 분석한 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업계에

장애로 작용할지 검토한 후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애
소기업 컨설팅, 국내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
진하고 있다.

었다. 2021년부터는 해외 TBT 관리, 대응 등의 전문성과 지속·운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TBT 컨소시엄 체제를 대체하는 전문조직인 TBT종합지원센터를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KOTICA)

내 설치하였다. 이에, TBT종합지원센터 중심의 전담체계로 개편하여 전기ㆍ전자, 화학ㆍ생활, 기
계ㆍ금속, 식ㆍ의약품 등 산업 분야별 20개 협회ㆍ단체, 기업, 시험기관 등과 협업하여 민간의 TBT

대응활동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Ⅰ-2]). 그중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KOTICA), 한국화
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KOTITI시험연구원은 WTO에 통보되는 TBT 통보문은 물론 기타 통보되지 않은 해외기술규제를 발
그림 Ⅰ-1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이를 통해 외교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로 접수, 규제정보 제공, 숨은 규제 발굴, 찾아가는 중

파악하고 미리 대응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간 TBT 대응업무는 유관기관,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TBT
대응체계

TBT종합지원센터 운영

2.1 구축 현황

TBT 대응 현황

2.

TBT 질의처 및 규제부서에 우리 요구사항을 공식서
한으로 전달하고, 다자ㆍ양자채널을 통해 우리 의견

TBT 메가트렌드 동향

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기업들이

TBT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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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하고 번역ㆍ분석하여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발굴된 기업애로에 대해서

관련 주요 기술규제를 정리한 요약서도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규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nowTBT 포털을 통한 실시간 TBT 정보 제공

또한, 중국·신남방 주요 정부규제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한 최신 기술규제 사항 및 제품별로 적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용되는 규제를 [그림Ⅰ-4]와 같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강제표준 및 인증제도를 제공하고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은 WTO TBT 통보문을 비롯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기술장벽으로 작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있으며, 이외에도 국가별 대응사례 및 기술규제 동향보고서 등 해외기술규제 동향 전반에 대한 분석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제정보를 함께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다([그림Ⅰ-3]). 해당 시스템은 규제 제·개정

동향 등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상시
그림 Ⅰ-2

TBT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

TBT 대응 현황

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통보문 정보의 경우 기존의 TBT 통보문(번역본)과 규제 원문 외에

그림 Ⅰ-3

KnowTBT 포털 메인화면 및 구성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TBT 메가트렌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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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4

KnowTBT 포털에서 제공하는 기술규제 정보 서비스
TBT 대응 현황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TBT 메가트렌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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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들이 관심국가와 관심품목에 대해 TBT 통보문 정보를 실시간 확인

KnowTBT포털 서비스(통보문, 월간뉴스레터) 신청하기
TBT 대응 현황

가능하도록 TBT 통보문 자동경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KnowTBT 포털에 회원

그림 Ⅰ-6

가입 시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산업별 관심분야 및 국가 선택 후 구독 신청([그림 Ⅰ-6])을 통해 회원정
보에 기입한 이메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해외기술규제맵에서는 [그림 Ⅰ-5]와 같이 제품별로 적용되는 세계 각 국의 인증 및 기술기준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해외기술규제맵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그림 Ⅰ-5

1. 본인인증

2. 아이디 및 비밀번호 설정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3. 알림메일 신청

4. 관심분야 선택

TBT 메가트렌드 동향

5. 관심국가 선택

6. 회원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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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7

되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해당국 TBT 질의처 및 규제당국

TBT 통보문 자동 경보 서비스 신청자 수신화면

Trade Concerns)으로 공식제기하며 FTA 채널 양자협의 등을 통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③ 현지 당국을 직접 방문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TBT 대응 현황

에 공식서한을 발송하고 ② 연 3회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기업애로 접수창구

다. TBT종합지원센터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KOTICA)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회(KEA),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KSCIA),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KEAA) 등 관련 협단
체들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전달한다. 각 분야별 해외기술규제 의견 접수창구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는 다음과 같다.

협ㆍ단체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기업

국가기술표준원

외교적 대응 노력

앞서 설명한 대응체계를 토대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

다. 국가기술표준원은 WTO에 통보되는 기술규제는 물론이고 통보되지 않는 숨은 규제도 발굴하여

TBT 메가트렌드 동향

경험이 많은 전문 시험연구기관, 업종별 협ㆍ단체 등을 통해 TBT 이슈를 분석ㆍ검토한다. 그 결과를
수출기업들과 공유하고 협의하여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되면 기업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처리절차 등의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반대로 불합리한 규제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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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무역기술장벽(TBT)에
Ⅰ-8
국가기술표준원의따른
역할수출기업의 애로 협의건수도 2017년 91건에서 2021년 145건으
해외

[표 Ⅰ-1] 분야별 해외기술규제 기업애로 접수창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EA)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SCIA)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KOSA)

• 담당 분야: 전기전자, 정보디지털, 에너지, 식의약품(의료기기), 기타
• 전화: 02-6388-6181, 6183
• Email: kmlee@gokea.org
• 담당 분야: 화학세라믹, 바이오환경, 생활용품, 식의약품(화장품, 의약품)
• 전화: 02-2088-7257
• Email: jung1103@kscia.or.kr
• 담당 분야: 기계, 에너지, 건설, 소재나노, 교통안전
• 전화: 031-480-2981
• Email: afoplr@keaa.or.kr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
TBT 총괄 조정

• 담당 분야: 소프트웨어
• 전화: 02-2188-6985
• Email: pek@sw.or.kr

개도국 대상
기술규제 협력

로 증가했다. 외국의 기술규제 변화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예기치 못하게 통관에 문제가 생기는 등 수

• 담당 분야: 경관조명기구, 형광등기구
• 전화: 032-681-3112
• Email: industry7@naver.com

출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예기치 못한 해외기술규제 제개정으로 인해 WTO를 통해 상대국에 무역현안으로 제기하는 사례

도 급등하고 있다. 2021년에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서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은 131

건으로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3), 작년 대비 신규 STC는 증가(57건→64건)하였고,

2.2 국가기술표준원의 역할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STC 또한 증가(53건→67건)하였다.

TBT 통보ㆍ질의처 수행

오늘날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국가 간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각 국

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자국우선주의 강화 기조는 우리 기업에도 큰 걸림돌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사ㆍ조치와 함께 시험ㆍ인증 등의

28

국가기술표준원은 다른 나라에서 제기한 TBT 관련 문의에 대한 창구, 즉 TBT 질의처 역할을 수행

한다. 우리 수출기업 등이 TBT로 인해 애로를 겪을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해 상대국과 다자ㆍ양자 간
협상을 진행한다. 국내 부처의 안건들을 종합 정리,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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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관절차와 위생검역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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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등기구LED산업
협동조합(KLFLC)

WTO TBT
통보ㆍ질의처 수행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KEAA)

• 담당 분야: 전 분야
• 전화: 02-571-1221
• Email: knowtbt@kotica.or.kr

TBT 대응 현황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KOTICA)

3) STC 건수: (1995) 4건→(2000) 17건→(2005) 24건→(2010) 63건→(2019) 85건→(2020) 110건→(2021) 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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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개 WTO 가입국 중 TBT 공식 질의처를 운영하는

대표기관, 상무부, 외교부 등의 단일창구4)를 운영하고 있

우리나라에서 신설된 규제(제정 및 개정안 포함) 중 WTO TBT 통보대상에 해당되어 통보한 규제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공식

는 총 117건이다. 이 중 신규 통보문 형식으로 통보된 것은 112건, 의견수렴기간 연장 등 추가 통보

통보·질의처 역할을 수행

으며, 34개국은 복수로 운영하고 있다.

WTO/TBT 협정문 제10.1조 및 제10.2조에 의거하여 1996년 2월 우리나라의 TBT 질의처는 공업

진흥청이 공산품 분야를 맡고, 수산물 분야는 해수부, 식품ㆍ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품

(addendum) 형식으로 통보된 것은 5건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환경부, 복지부 등의 규제가
해당된다.

2021년에 우리나라가 통보한 규제 117건 중에는 국가기술표준원 규제가 59건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식약처(40건, 34.2%), 환경부(7건, 5.9%), 산업통상자원부, 과학

준원에서 질의처를 담당하고 있다. TBT 통보문 가운데 농산물 분야는 비율(5%)이 적고, 상대국은

제‧개정하였다.

상당수 농산물 TBT를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질의하는 등 현재는 국가기술표준원이 WTO에서 사
실상 단일 질의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WTO TBT 사무국에 통보한 기술규정뿐 아니라 국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이해관계자가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해 질의해오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절히 답
변하거나 자료를 송부하고 관계부처에서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이 궁금해하거나 애로를 겪는 사항이 생길 경우,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조
치도 수행한다.

2021년에 우리나라가 외국과 주고받은 질의서는 총 110건이다. 이 중 25건은 우리나라 기술규제

4) 미국(NIST), 프랑스(AFNOR), 중국(COUSTOMS), 브라질(INMETRO), 멕시코(DGN), 캐나다(상무부), 스페인(산업관광부),
호주(외교부), 일본(외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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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 TBT 통보문

한국 TBT 통보문
한국 질의ㆍ회신
항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9

19

16

19

29

37

33

57

610

140

2012

897
156

2013

724
90

85

80

2,139

2,237

한국 질의ㆍ회신

78

101

117

49

42

2015

2,194
77

897

2014

전체 TBT 통보문

한국 TBT 통보문

연도별 실적(건)

(단위: 건수)

1,030
72

2016

1,229
158

2017

1,523
138

2018

2010

2011

1,893

1,869

1,772

219

76

84

2019

45

2020

47

2021

1,977

2,331

2,579

3,063

3,336

3,352

3,966

94

95

124

119

120

129

110

83

51

64

69

71

117

2021년에는 전 세계 TBT 통보문(3,966건), 미통보(662건) 규제발굴 등을 통해 4,628건의 기술규

제를 발굴ㆍ점검하였다. 그중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 145건의 규제에 대하여 해
당국과 협상을 실시하였고, 56건의 기술규제를 완전 해소하거나 상당히 완화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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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WTO 회원국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 85건은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우리나

[표 Ⅰ-2] 우리나라의 TBT 통보ㆍ질의 현황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절차와 관련하여 WTO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하는 업무는 질의처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외국의

기술정보통신부(각 4건, 3.4%), 국토교통부, 산림청, 해양수산부(각 1건, 0.9%) 등의 순서로 규제를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목별 체계로 시작되었다. WTO TBT 질의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농산물 분야는 SPS(식품동
식물검역협정)와의 통합대응이 요구되므로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모든 분야는 국가기술표

TBT 대응 현황

국가는 163개국이다. 이 중 79%인 129개 국가가 표준

라 수출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규제정보와 규제개선 등을 요청한 공식질의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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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의 TBT 총괄 조정

장이 TBT 분과장을 맡았다. 그러나 TBT 협상은 국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험, 검사, 인증, 라
벨링 등 기술적인 요건, 기준과 표준 등의 상이점들을 집중 발굴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등 전문

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제5차 협상(2002년 8월)부터는 국가기술표준원이 TBT 분과장으로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든 FTA 협상에서 분과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견을 취합한 뒤 정부를 대표하여 협상을 진행한다. TBT 분과가 구성되지 않은 일부 FTA 협상에서도
의견수렴 등 대표단 구성ㆍ운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FTA TBT 대응조직 변천사

- ’06.06 :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및 대응을 위한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8.09 : 한-미 FTA 협정을 계기로 기술표준원(현 국가기술표준원)에 TBT 중앙사무국 설립
- ’13.12 : 국가기술표준원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규제대응국(4과) 신설

개도국 대상 기술규제 협력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기술표준원은 아시아와 남미지역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각국이 필요로 하는 표준ㆍ적합

2007년 6월 한ㆍ미 FTA 협상 시 한국의 복잡한 질의창구를 일원화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성ㆍ계량 등 관련 법령, 기술규정, 표준 등의 기술규제를 전수해 주는 ‘개도국 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

로 국가기술표준원을 지정하고, 한ㆍ미 간 TBT 업무의 총괄조정과 대외창구 단일화를 위한 중앙사

고 있다. 신흥국의 기술규제를 우리나라와 동질화하고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

이에 한ㆍ미 간 TBT 분야의 원활한 협정이행을 위해 TBT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업무추진 단일창구

을 출범시켜 단일 질의처와 통보기능을 담당하고 양자(FTA) 또는 다자(WTO) 간 TBT 협상 등을 담
당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TBT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
스템(http://www.knowtbt.kr)을 운영하는 등 TBT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ISCP: International Standards Infrastructure Cooperation Program)’을 2012년부터 추진하
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국의 시험ㆍ검사ㆍ인증 시장에 조기 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존 WTO/FTA TBT 위원회를 통한 TBT 애로 대응 외에 보다 적극적이

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신흥·개도국 중심의 규제당국과 긴밀한 TBT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에 따라 매년 3회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 기간 외에 발생하는 긴

또한, 한ㆍ미 FTA 협정 이후의 모든 FTA TBT 챕터에서의 총괄기관(조정자, 코디네이터)으로 국

급한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 5개 지역기구 및 신흥국 규제당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하여 11건의 우리기

한ㆍ싱가포르(2006년 3월), 한ㆍEFTA(2006년 9월), 한ㆍ아세안10국(2007년 6월), 한ㆍ인도

기업간담회도 개최하였는데 해외 규제당국자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도입·시행 예정인 신

가기술표준원을 지정하고 있다. 한ㆍ미 FTA 협상 이전 체결한 6개 협정[한ㆍ칠레(2004년 4월),

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RCEP STRACAP은 2018년 11월 실질협상을 타결하였고, 메르코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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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달성하였다. 또한, 해외 규제당국자와 기업인이 모두 참석하는 규제설명회 및

규 규제를 설명하여 정보를 얻었고, 질의ㆍ응답을 통해 기업의 애로도 즉각적으로 해소되어 기업의
TBT 사전 대응능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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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의 경우 TBT 코디네이터 관련 규정은 없지만 TBT 분과가 열릴 경우, 사실상 국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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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2008년 9월에 ‘TBT 중앙사무국’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TBT 분과장은 국내기업뿐 아니라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식약처 등 기술규제 담당부처의 의

년 8월 정책작업반을 신설·운영 중이다.

TBT 대응 현황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ㆍ칠레 FTA 협상에서 제4차 협상까지는 외교부 다자통상국

와는 2018년 9월 TBT 협상을 개시하였다. 또한 중국과는 전자파인증 상호인정 확대를 위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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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규제 분야별 소관 해외 규제 당국 및 담당부서, 담당자 정보를 확인하여

e-나라표준인증(http://www.standard.go.kr) 메인화면 및 구성
TBT 대응 현황

TBT 긴급 이슈사항 발생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규제협력 핫-라인(hot-line)을 개설하였다. 이와

그림 Ⅰ-9

더불어 매년 3회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 기간 외에 발생하는 긴급한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 3개
지역기구 및 신흥국 규제당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하여 10건의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달성하였
다. 또한, 해외 규제당국자와 기업인이 모두 참석하는 규제설명회 및 기업간담회도 개최하였는데 해
외 규제당국자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도입·시행 예정인 신규 규제를 설명하여 정보를 얻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었고, 질의ㆍ응답을 통해 기업의 애로도 즉각적으로 해소되어 기업의 TBT 사전 대응능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내외 전반의 기술규제(표준, 기술기준, 인증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4

년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 ‘e-나라표준인증(http://www.standard.go.kr)’포털은 2017년부터 접속

자 수가 매년 4천만 페이지뷰를 넘어섰으며 최근 4개년(2017~2020)연간 접속자수가 2억 페이지
뷰를 돌파하는 등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분
국내
해외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현황

KS표준(2만여 종, 8개 부처), 기술기준(3,000여 종, 19개 부처), 인증제도(170여 개, 15개 부처), 단체표준
(4,000여 종, 137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회ㆍ단체)
WTO TBT 통보문(3만여 종, 국가별)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e-나라표준인증 포털 DB 구축 현황

TBT 메가트렌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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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BT 통보문과 C2P(규제 플랫폼), 규제당국 홈
페이지, 시험ㆍ인증기관 웹사이트, 해외 기업법인,

No.

TBT 애로유형

1

과도한 규제

KOTRA 해외지사 등을 통해 발굴된 662건의 미통
보 규제 중 총 816건을 심층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

애로사항이 접수된 기술규제에 대해 WTO TBT/FTA

2

불투명한 규제

위원회, 현지방문 및 민간채널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기업들이 수출 및 현지 진출 시 주로 경험하

는 애로형태는 급박한 시행일, 불투명한 규제, 과도한

3

요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표Ⅱ-1]).

국가기술표준원은 발굴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

해 TBT 질의처를 활용하여 우리 측 요구사항이 담긴

공식서한을 전달하고, WTO TBT 위원회 회의 시 특

4

코로나19로 인한
인증지연

국제기준과 부합화되지 않은 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 도입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보다 과도한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사례: 국제적으로 정보통신제품 내 배터리는 안전시험만 요구하지만, 베트남은 성능시험
도 포함하여 기업의 인증부담을 가중(해소사례 13)
발표된 규제내용에 시험방법 및 인증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거나,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례: 미국 DecaBDE 물질 규제의 최종규칙에는 특정 예외조항을 제외한 모든
DecaBDE 및 DecaBDE 함유 제품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일 최종규칙내 예
시로 제공된 적용품목 목록에 수출제품이 포함되지 않아 규제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움
(해소사례 12)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충분한 경과기간이 부여되지 않거나, 규제 도입을 발표하지 않
고 시행하여 갑자기 수출이 중단되는 경우
사례: 터키 정부는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규제 개정 시행을 관보 공포 즉시 시행으
로 인해 기업이 규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규제 애로가 지속적으
로 발생(해소사례 11)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추세에 따라 일부 국가의 현지 시험ㆍ인증기관의 업무 중단 등
으로 인증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사례: 인도 BIS 인증 규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공장실사가 지연되어 기업의 시험ㆍ인
증 대응시간 부족(해소사례 7, 8)

본 파트에서는 2021년 국가기술표준원이 대응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이슈와 이를 해소하기 위

한 주요 활동사례(14건)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 경우 규제당국을 직접 방문하여 양자협의를 진행

우리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의제([표Ⅱ-3])에 대해서는 상대국과의 지속적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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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표Ⅱ-2]는 2021년 수출기업의 TBT 애로 안건에 대해 상대국과의 합의가 도출된 사례 목록이다.

협의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TBT 메가트렌드 동향

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대

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애로해소가 시급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애로가 발생하는 주

급박한 시행일

애로내용 및 사례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TBT 대응
및 기업
애로해소
사례

지원체계를 통해 2021년 WTO에 통보된 3,966건

[표 Ⅱ-1] 무역기술장벽 애로유형 및 사례

TBT 대응 현황

1.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앞서 설명한 TBT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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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2021년 수출기업 TBT 애로 해소사례
2

3
4

5

국가
UAE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중국

규제명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유해폐기물(E-waste) 관리 규제

차량 인증 규제

6

EAEU

7

EU

프랑스

9

영국

10

GSO

11

인도네시아

인도

GCC인증 최신 규제

기계장비 신규 기술규제
인도네시아어 필수 라벨링 요구사항
SNI인증 최신 기술규정
평판 및 안전유리 BIS 인증
아세톤 BIS인증
탄산칼륨 BIS 인증
스티렌 BIS 인증
아크릴로니트릴 BIS 인증
무수말레인산 BIS 인증
테레프탈산 BIS 인증
톨루엔 BIS 인증
무수프탈산 BIS 인증
에어컨 및 관련 부품인증
화학섬유 제품 인도 BIS 규제
냉장기기 품질관리 명령

번호
13

말레이시아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라벨 내 QR코드 부착

정보제공
개선검토

2
1

15

르완다

냉장고,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터키

전기전자제품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규제

규제개선

2

14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과도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
과도한 규제
과도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
불투명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코로나19로 인한
인증지연

정보제공

8

규제개선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유권해석
시행유예
개선검토
규제개선
시행유예
정보제공

2
1
2
1
1
1
1
1
1
1
1
1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1
1
1

정보제공

사우디
아라비아

18

미국

베트남

20

짐바브웨

규제개선

애로유형

해소유형

제기 안건 수

에너지라벨링 프로그램(PELP)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

1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1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

1

정보통신제품 규제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
불투명한 규제
과도한 규제

No.

국가

2

GSO

1

3
4

2

바레인

7

사우디아라비아

9

영국

8

11

12

1

40

미국

5

6

11

EU

오만
인도

13

중국

15

필리핀

칠레

정보제공
유권해석

시행유예
유권해석

규제개선

1
1

1
1

1

불투명한 규제

개선검토

1

급박한 시행일

시행유예

1

불투명한 규제

[표 II-3] 2021년 수출기업 TBT 애로해소를 위해 협의 중인 사례

14
과도한 규제

규제명

독성물질관리법 Deca-BDE 물질 규제

19

10
시행유예

필리핀

16
17

불투명한 규제

국가

정보제공

1

규제명

배터리 지침 개정안

SASO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와 G-Mark 인증제도
PIP 물질 규제

차량용 등화장치(FMVSS 108)안전규제
상업용 에어컨(칠러) 에너지효율 규제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RoHS 규제

타이어 라벨링 규제
UKCA 인증

세탁기 및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규제

TBT 메가트렌드 동향

12

브렉시트 관련

제기 안건 수
1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8

에너지 소비장치의 에너지효율 요구 사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살생물질 규제(BPR)
광원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규제
생산자책임제도제품의 라벨링규제
미네랄오일 금지법

해소유형
규제개선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통신장비 사이버보안 규정
세탁기 사후관리 규제
전기차 배터리 표준
상용암호관리조례
화장품 전자서류출력본 원본 인정
지게차 수출 시 형식승인절차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관련 세부 정보
용접설비 운용 규제 정보
비도로용 디젤엔진 배출 기준

애로유형
과도한 규제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정보 부족
과도한 규제

TBT 대응 현황

번호
1

철강 제품에 대한 강제 인증
리튬 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세탁기-건조기 사후관리 규제
에너지 라벨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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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유형 과도한 규제

01

규제 동향

아랍에미리트(UAE)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아랍에미리트는 규정(UAE.S.S 5010-5:2019)에 따라 상업용에어컨에 대
해 ’21.1.1부로 에어컨 및 포장재에 QR코드가 포함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아랍에미리트는 상업용에어컨 라벨링에 대한 TBT 통보문을 WTO에 제출
함(2019년)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규제개선

무역에 있어 상대국의 규제정보 변화는 민감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당국 인증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출기업은 관련 정보를 확인

기업
애로사항

따라서 충분한 시행유예 기간 혹은 규제 정상화를 요구하여 규제시행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규제 개요

아랍에미리트 표준화청(ESMA)

규제내용

UAE 기술규정 초안은 가정용, 상업용 및 산업용으로 공장에서
제작되며,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효율라
벨 및 최소에너지성능기준 요건을 다룸

규제명

규제목적

대상제품

상업용 및 중앙식 에어컨

HS 코드

통보여부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아랍에미리트 상업용에어컨 라벨링 규정과 관
련한 TBT 통보문 및 규제내용 분석 실시

아랍에미리트 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 발송
▶ 우리 측 요청사항

원활한 규정준수를 위해 QR코드 발급이 가능해진 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간 시행을 유예하는 등 대체방안 마련 요청
▶ 아랍에미리트 측 답변 UAE측 QR코드 발급시스템의 정상화(우리측 요청사항과 같이 상업
용 카테고리 추가)되어 현재 수출 및 판매 정상화

8415

35,186(2018년) 41,640(2019년) 39,048(2020년)
38,927(2021년)

기대효과

상업용에어컨 라벨링 규제에 관련된 QR코드 발급시스템의 정상화에 따라
수출 및 판매 정상화

국내 A 기업 등은 QR코드 발급 정상화로 아랍에미리트 내 의류건조기 약

통보(G/TBT/N/ARE/459, 2019년 3월 11일)

445억 원(’21년 기준)의 수출 달성이 가능해짐
42

43

TBT 메가트렌드 동향

수출액(천 불)

대응활동
및 결과

소비자 정보제공,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품질규정

2021년 1월 1일

* 현지법인 담당자가 QR코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고 해당 제품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QR코
드를 발급받아야 하나, 해당 카테고리(상업용에어컨)가 없어 발급불가 상황

국내 A 기업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애로 제기

상업용에어컨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시행일(예정)

출준비 어려움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담당부처

ESMA의 발급 사이트에서 QR코드 발급 장애로 인해 시행일(’21.1.)까지 수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하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 수출길이 갑자기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애로유형 불투명한 규제

02

규제 동향

방글라데시
유해폐기물(E-waste) 관리 규제

* 가전제품, 모니터링 제어기기, 의료기기, 자동화기계, IT 및 통신기기

방글라데시는 유해폐기물 관리규정 제정(안)을 2020년 WTO에 제출하였
으며 2021년에 최종안을 관보에 게재함

방글라데시 전자폐기물 규제는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기준을 규정하고, 전자폐기물 수거 목표량을 제시하고 있다. STC, 공식
개선 등 여러 유형의 기술규제 애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원활한 규제

기업
애로사항

대응을 위해 시행이전 단계까지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규제내용

방글라데시는 전자폐기물 관리규제를 통해 특정 유해물질 및
함량기준을 정하여 E-폐기물 수거목표 비율, 특정 유해물질 사
용제한 등을 명시함

규제명

규제목적

대상제품

가전제품, IT기기 등 전기 및 전자제품

▶ 우리 측 요청사항

① 국제적으로 유해물질로 통용되지 않은 일부 물질을 유해물질로 지
정한 과학적인 근거와 지정철회 검토 요청
② 일부(4개) 혼합 유해물질의 함량 제한기준 구체화 요청
▶ 방글라데시 측 답변 ① 9개 화학물질의 유해물질 지정철회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
(RoHS)으로 규제 개선
② 9개 화학물질의 유해물질 지정철회로 구체화 요청한 물질 삭제

85, 9018, 8476 등

기대효과

196,896(2018년) 157,109(2019년) 109,857(2020년)
220,414(2021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기준설정 및 함량제한 기준 명확화로 수출 준
비의 불확실성이 제거
국내 B 기업 등은 가전제품, IT기기 등 전기 및 전자제품의 규제기준 개선 및
명확화로 對 방글라데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총 수출액 약 2,522억 원(’21
년 기준)의 수출 달성이 가능해짐

통보(G/TBT/N/BGD/3, 최종안 관보게재 2020년 2월 20일,
2021년 06월 10일)

44

45

TBT 메가트렌드 동향

통보여부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방글라데시 전자폐기물 관리규칙의 과도
한 기준 및 모호한 규제내용을 분석하고 방글라데시 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
서한 발송
WTO TBT 위원회(2021년 2월, 6월)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환경보호, 인간의 건강과 안전

2021년 2월(1차), 2021년 6월(2차)

수출액(천 불)

대응활동
및 결과

2021년 유해폐기물(전자폐기물) 관리규칙
(Hazardous Waste (E-waste) Management Rules, 2021)

시행일(예정)

HS 코드

국내 B 기업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애로 제기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담당부처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유해물질 지정의 과도함, 일부 혼합 유해물질의
함량제한 기준이 불투명하여 규제대응에 애로를 호소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질의 서한 발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규제의 명확화, 규제 과도성

규제 개요

방글라데시는 전자폐기물 관리규제를 제정하여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기준을 규정하고, 방글라데시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자폐기물 수거
목표량을 준수해야 함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규제개선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애로유형 정보 부족

03

규제 동향

브라질
통신장비 사이버보안 규정

2021년 7월부터 브라질에 수출하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터미널 장비 또
는 통신 네트워크용 인프라 장비기능이 있는 통신장비는 법률에 규정한 사
이버보안 요건에 부합해야 함

브라질은 인터넷 및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통신장비에 대한 사이버보안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정보제공

요구사항 최종 규정을 WTO에 제출함(2021년)

적용대상이 모호한 규제는 기업이 수출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무역기술

장벽으로 작용한다. 기술규제 제·개정 전 규제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것이다.

기업
애로사항

시행일정이 임박하였으나, 규제적용 대상이 불분명하고 규제 시행일 이전
출시된 제품의 규제적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규제이행에 애로 예상
국내 C 기업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애로 제기

규제 개요

담당부처
규제명

규제목적

인터넷 및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통신장비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법률 제77호, 2021년 1월 5일)

통신장비 공급자는 보안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신고
서 제출, S/W 및 F/W 업데이트 지원, 정보제공 등 의무 준수가
필요

2021년 7월 4일

대상제품

통신제품 참조목록(LRPT) 중 터미널 장비 또는 통신장비

통보여부

전 출시제품의 규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브라질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
발송

▶ 우리 측 요청사항
▶ 브라질 측 답변

규제적용 대상의 명확화 요청 및 시행이전 출시제품 규제대상 여부 문의
해당 규정은 ANATEL 승인의 필수사항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한국측
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함

8517 등

기대효과

245,781(2018년) 98,951(2019년) 140,319(2020년)
97,673(2021년)

규제시행의 일정변경은 없으나 규제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
확한 답변을 받음으로써 수출준비의 불확실성 제거 및 소요시간 절감

국내 관련 기업은 對 브라질 터미널 장비 또는 통신장비에 대해 총 수출액 약

통보(G/TBT/N/BRA/1125, 2021년 1월 21일)

1,117억 원(’21년 기준)에 기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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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메가트렌드 동향

수출액(천 불)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규제적용 대상의 명확화 요청 및 시행이

브라질측 질의처 공식서한 답변(2021년 7월)

품질규정

시행일(예정)

HS 코드

대응활동
및 결과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규제내용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애로 발생 없이 제품수출이 진행될 수 있을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애로유형 과도한 규제

04

규제 동향

칠레
세탁기 사후관리 규제

칠레는 세탁기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표기 관련 개정안을 WTO에 제출함
(2020년)

칠레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는 최소에너지효율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이다. 사후관리 허용오차가 현재 제조업체
합동 대응을 통해 과도한 규제애로 해소가 진행되고 있다.

담당부처
규제명

규제목적

규제시행 후 칠레 시장에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 출시를 위해서
는 에너지효율 및 물효율 요건을 충족하고 변경된 신규 라벨을
발급받아야 함

세탁기

TBT 통보문 및 규제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칠레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
발송 및 양자협의 실시
▶ 우리 측 요청사항
▶ 칠레 측 답변

8450.11 등

기대효과

원활한 사후관리 규제 준수를 위하여 에너지, 물소비량 사후관리 허용
오차를 많은 국가에서 도입 중인 EU 수준으로 완화 요청
에너지효율 주관부처에서 한국측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검토하여 규정을 진행할 예정임을 답변

칠레 세탁기 제품 에너지, 물소비량 사후관리 허용오차를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도입 중인 EU 수준으로 개정 예정됨에 따라 사후관리 시험의 원활
한 진행이 가능해짐

4,830(2018년) 2,405(2019년) 648(2020년)
1,694(2021년)

국내 기업은 사후관리 허용오차 개정예정으로 인하여 약 19억 원(’21년 기

통보(G/TBT/N/CHL/516, 2020년 2월 6일)

준)의 생산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제이행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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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TBT 메가트렌드 동향

통보여부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칠레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개정안

WTO TBT 위원회(2020년 10월, 2021년 2, 6월) 양자협의

소비자 정보제공, 환경보호, 품질규정

대상제품

수출액(천 불)

대응활동
및 결과

PE N 1/06/2:2020: 세탁기의 효율 분석 및/또는 시험 프로토
콜의 개정안

2019년 7월 31일

HS 코드

국내 D 기업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애로 제기

칠레 전기에너지감독국(SEC)

시행일(예정)

여 사후관리 시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제조사 불이익 초래 예상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규제내용

칠레 세탁기 에너지, 물소비량의 허용오차가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과도하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기업
애로사항

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제였으나,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의

규제 개요

칠레는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를 도입하여 2019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개선검토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애로유형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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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광원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규제

규제 동향

* 광원(Light source) 및 광원을 포함하는 제품(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LED램
프 등)이 적용됨

EU는 광원 에너지라벨링 개정 초안을 WTO에 제출함(2018년)

EU 광원 에코디자인 규제는 광원 단독제품 외에 광원을 사용하는 부속

품에 동시에 적용되는 규제이다. 에너지라벨 규제는 단순히 효율등급

기업
애로사항

이미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규제 개요

규제명

광원 에코디자인 규제

규제내용

광원(Light Source)을 포함한 제품에 사용되는 광원의 에너지
효율, 기능적 요건, 정보공개를 요구함

규제목적

소비자 정보제공, 에너지효율 향상

시행일(예정)

2021년 9월 1일

HS 코드

8512.20 등

대상제품

광원(Light source) 및 광원을 포함하는 제품

수출액(천 불)

233,041(2018년) 191,852(2019년) 169,748(2020년)
208,535(2021년)

통보여부

통보(G/TBT/N/EU/606, 2018년 10월 8일)

국내 E 기업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애로 제기

대응활동
및 결과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EU 규제 개정안 내용을 분석하고 EU 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 발송과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로 진행
WTO TBT 위원회(2021년 6월)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 우리 측 요청사항
▶ EU 측 답변

기대효과

규제시행 전 EU에 유통 중인 단종된 가전제품의 서비스 부품용 광원
에 대한 예외조항 추가 요청
2021년 9월 시행일 이후부터 출시되는 새로운 광원과 별도 제어장치
에만 적용

단종된 가전제품의 서비스 부품용 광원의 적용 제외를 확인하여 수출 준비
의 불확실성 제거
국내 관련 기업은 EU 내 광원 및 광원을 포함하는 제품 약 2,386억 원(’21년
기준)의 수출 달성이 가능해짐

50

51

TBT 메가트렌드 동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 외부전원장치(EPS), 모터 등의 다른 서비스 부품의 경우, 한시적 적용 예외조항을 두고 있
어 부품 공급에 차질 없음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담당부처

규제시행('21.09.01) 전 유통 중인 단종된 가전제품의 서비스 부품용 광원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 ‘부품 최소 보유기간(7년)’ 만족 불가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의

2021년 9월부터 EU에 수출하는 광원 제품은 개정된 소비전력기준 및 정보
제공요건을 만족하고, 제품ㆍ포장에 라벨을 부착해야 함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유권해석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애로유형 급박한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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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동향

프랑스
생산자책임제도제품의 라벨링규제

프랑스에 판매하는 제품* 포장에는 그린닷** 마크를 삭제하고 트리만 마크와
재활용 분류방법을 부착하도록 규정함

* 생산자책임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가정 내·외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제품
을 판매하는데 사용되는 포장(단, 유리용 포장재는 제외))
** 기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94/62/EC)”에 따라 그린닷과
같은 유럽 내 재활용 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각 국가의 생산자 책임규제는 갈수록 신설ㆍ강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프랑스는 소비자 정보표기체계에 관련된 각령 제정 초안을 WTO에 제출함
(2020년)

정보제공 및 보호라는 명목 아래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가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규제이행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규제명

생산자책임제도 제품의 라벨링 규제

규제내용

프랑스에 판매하는 제품에는 그린닷 마크를 삭제하고 트리만
마크를 부착하도록 규정함

규제목적

소비자 정보제공

시행일(예정)

2022년 1월 1일(현재 무기한 연기)

HS 코드

8528 등 전 제품

대상제품

생산자책임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

수출액(천 불)

1,577,671(2018년) 1,446,150(2019년) 1,465,050(2020년)
1,950,294(2021년)

통보여부

통보(G/TBT/N/FRA/204, 2020년 11월 09일)

국내 F 기업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애로 제기

대응활동
및 결과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프랑스 생산자책임제도 제품의 라벨링 규
제 기준의 과도성을 분석하고 프랑스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 발송
▶ 우리 측 요청사항
▶ 프랑스 측 답변

기대효과

포장재 외에 제품 매뉴얼에 표기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하고, 트리만 마
크 외에 기존 마크 사용에 대한 벌금조항 철회 요청
규제 시행을 무기한으로 연장

규제 내용에 변경 사항은 없으나 규제시행을 무기한 연장함에 따라 수출 준
비의 불확실성 제거 및 수출 준비시간 확보
국내 F 기업 등은 프랑스에 수출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재활용 마크 교체 비
용 약 705억 원을 절감하였고, 프랑스 내 전 제품 약 2조 2천억 원(’21년 기
준)의 수출달성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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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생태전환부

트리만 마크와 재활용 분류방법을 제공해야 하나, 포장재에 반드시 부착해
야 하고 그린닷과 같은 유럽 내 재활용 마크와 함께 표시할 수 없어, 프랑스
향 제품에 대해서만 별도 포장을 제작해야 함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담당부처

기업
애로사항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시행되기 전,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에

규제 개요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시행유예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애로유형 코로나19로 인한 인증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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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동향

인도
에어컨 및 관련 부품인증

* (대상품목) 가정용 에어컨 및 열교환기, 컴프레서 등 관련 부품

인도는 에어컨 및 그 관련 부품에 관한 품질관리 명령시행에 대한 TBT 통보
문을 WTO에 제출함(2018년, 2019년)

각 국가의 환경규제는 갈수록 신설ㆍ강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정보제공,
환경보호, 품질관리라는 명목 아래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
애로사항

등으로 해외공장심사가 지연되어 기업의 규제대응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도 표준국(BIS)

규제내용

에어컨 완제품 및 주요 부품에 대한 인도 표준(IS)에 따른 시험·
인증 후 제품에 ISI마크 부착을 의무화함

규제명

규제목적

대상제품

용량 10,500W, 단상 240V, 삼상 415V, 50HZ 이상 무덕트 분
리형 에어컨 및 그 관련 부품(열교환기, 컴프레서 등)

WTO TBT 위원회(2019년 6, 11월, 2020년 2, 5, 10월, 2021년 6월) 특정
무역현안(STC)로 진행
▶ 우리 측 요청사항

8415.10

▶ 인도 측 답변

9,503(2018년) 4,076(2019년) 3,593(2020년)
8,308(2021년)

기대효과

통보(G/TBT/N/IND/74, 2018년 4월 4일, G/TBT/N/
IND/110, 2019년 10월 28일)

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공장심사 지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 요청
② 비대면 공장심사 방식, 서면심사 대체, 제3자 기관 활용한 공장심
사 등의 대체방안 도입을 요청
① 인도 정부는 세 차례의 규제 시행일 연기 조치(20.06.01 →
21.01.01 → 22.01.01→ 23.01.01)

규제 시행일정을 앞두고 실제 제품인증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규제 담당
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규제 이행 부담을 경감
국내 관련 기업은 對인도 에어컨 제품에 대해 총 수출액 약 95억 원('21년
기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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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여부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인도 에어컨 및 그 관련 부품의 품질관리 명령
과 관련한 TBT 통보문 및 규제내용 분석을 실시
인도 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을 발송하고,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로
진행

소비자 정보제공, 환경보호, 품질관리

2023년 1월 1일(예정)

수출액(천 불)

대응활동
및 결과

에어컨 및 그 관련 부품 품질관리 명령, 2020

시행일(예정)

HS 코드

국내 G 기업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애로 제기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담당부처

인도는 에어컨 및 그 관련 부품에 대해 BIS 인증(ISI마크 표시)을 의무화 시
행을 2020년 6월부터 할 예정이었으나, 인도 인증기관 공장심사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규제 이행에 애로 발생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추세에 따라 현지 시험·인증기관의 업무 중단

규제 개요

2022년 1월부터 에어컨 및 지정된 관련 부품에 대해 인도 BIS 인증(ISI마크
표시) 획득을 의무화할 예정임에 따라 규제대상 제품의 제조자는 시행일 이
후 출시되는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해 사전에 BIS 인증을 받아야 함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시행유예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애로유형 코로나19로 인한 인증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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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동향

인도
화학섬유 제품 BIS 규제

* (대상품목) PSY, FDY, IDY, POY, PSF, 시멘트 기반 매트릭스용 합성 극세사

’21.01 WTO TBT 통보* 이후 H 기업의 의견제출로 애로사항 입수
* G/TBT/N/IND/185, 188, 189, 190, 192, 194

필수적이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기업이 수출을 위해 준비

기업
애로사항

규제명

규제목적

PSY(Polyester Spun Grey and White Yarn), FDY(Polyester
Continuous Filament Fully Drawn Yarn), IDY(Polyester
Industrial Yarn), POY(Polyester Partially Oriented Yarn),
PSF(Polyester Staple Fibers) 및 시멘트 기반 매트릭스용 합
성 극세사에 대한 QCO(Quality Control Order)

통보여부

시하고 인도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 발송(’21.08)
▶ 우리 측 요청사항

기대효과

5509.21, 5509.22, 5402.47, 5402.20, 5402.46, 5503.20

코로나19로 인한 인증 지연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규제
시행 연기 요청
관보를 통해 6개월의 시행유예 기간 부여(’22.04.06 시행 예정)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BIS 인증 지연으로 발생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최초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22.04.06)하고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
해 추가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22.10.03) 확인

급박한 시행일에 대한 시행유예로 對인도 화학섬유 제품 총 수출액 약 332

43,409(2019년) 20,364(2020년) 29,044(2021년)

억 원(’21년 기준)에 기여

통보(G/TBT/N/IND/185, 188, 189, 190, 192,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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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 FDY, IDY, POY, PSF 및 시멘트 기반 매트릭스용 합성
극세사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인도 화섬품목 인증 규제내용 분석을 실

▶ 인도 측 답변

품질안전

대상제품
수출액(천 불)

대응활동
및 결과

인도로 수출되는 화학섬유 및 관련 제품 6개 품목은 BIS 인증
절차에 따라 시험 후 BIS 인증 및 ISI 마크를 의무적으로 취득
및 부착하여야 함
2022년 10월 3일

HS 코드

국내 H 기업이 TBT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애로 제기

인도 표준국(BIS)

시행일(예정)

상 인증취득 시까지 소요되는 6개월 기한 내 인증취득 불투명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규제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현지 대리인 지정 및 현지 검사수행 지연으로 인해 통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담당부처

학섬유 4종, 방적사 1종, 기타 1종 총 6개 품목*을 BIS 인증 대상범위에 추가

하여 시행 예정

기존 시행하지 않았던 규제를 최초 시행할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이

규제 개요

2021년 10월부터 인도 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rds)은 화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시행유예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애로유형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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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동향

인도
냉장기기 품질관리 명령

인도는 냉장기기 품질관리 명령에 대한 TBT 통보문을 WTO에 제출함
(2020년)

IEC 같은 국제표준은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어, 단위, 품질

기업
애로사항

성능, 절차 등을 규정하기 때문에 호환성과 단순성을 가지고 전 세계적
하다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세계 각국으로 원활한 수출이

국내 I 기업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애로 제기

가능해질 것이다.

규제명

냉장기기 품질관리 명령, 2020

규제내용

냉장기기 제품에 대한 인도 표준(IS)에 따른 시험·인증 후 제품
에 ISI마크 부착을 의무화함

규제목적

소비자 정보제공, 환경보호, 품질관리

시행일(예정)

2023년 1월 1일(예정)

HS 코드

8418

대상제품

냉장기기(냉장고, 냉동고)

수출액(천 불)

22,523(2018년) 21,828(2019년) 22,959(2020년)
38,495(2021년)

통보여부

통보(G/TBT/N/IND/173, 2020년 11월 04일)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인도 냉장기기 품질관리 명령에 대해 인
도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 발송 및 양자협의 실시
WTO TBT 위원회(2021년 2, 6, 11월) 특정무역현안(STC) 안건 및 정부 공
식서한(2021년 1, 5, 8, 9월)으로 진행
▶ 우리 측 요청사항
▶ 인도 측 답변

기대효과

절연내력 시험시간 기준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1초로 부합화 개정
요청
① 2021년 3월 서면회신으로 관련 표준을 개정 중이며,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을 고려 중임을 답변
② 2021년 5월 양자회의를 통하여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 예정임
을 답변
- 기존 표준(IS 1476(Part I): 2000)이 폐지되고 신규 표준(IS
17550: 2021)에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됨을 최종 확인

냉장기기 제품에 대해 국제표준에 맞게 절연내력 시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제품생산에 대한 부담 완화
국내 기업은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하여 인도 내 냉장기기 약 440억 원(’21년
기준)의 수출 달성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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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TBT 메가트렌드 동향

인도 표준국(BIS)

대응활동
및 결과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담당부처

2020년 통보된 냉장기기 표준에 포함된 절연내력 시험 요구사항*이 국제
기준인 IEC 대비 과도하여 제품 생산에 애로 예상
* 시험시간 기준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으로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각 국가의 기술기준이 국제표준과 동일

규제 개요

인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냉장기기 제품에 대해 ISI 마크 인증을 의무화함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규제개선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애로유형 불투명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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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동향

르완다
냉장고,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TIP

신설ㆍ강화되고 있으나 정보 공개가 원활하지 않아 시행일, 규제내용
르완다 국가냉방전략 내용 중 에어컨 및 냉장고 제품의 최소 에너지효율
규제 적용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 관련 산업계는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규제명

규제목적

르완다

르완다 국가냉방전략의 에어컨 및 냉장고 제품에 대해 최소 에
너지성능기준 적용(Rwanda National Cooling Strategy,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for Air
conditioners and Refrigerators)

에어컨 및 냉장고 제품에 대해 최소 에너지성능요건 및 라벨링
요건을 만족한 후 에너지라벨을 부착해야 함
소비자 정보제공, 환경보호

2021년 1월 1일

대상제품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

수출액(천 불)
통보여부

기대효과

8415, 8418

국내 관련 산업계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애로 제기

르완다측 질의처에 규제 시행일을 문의하는 정부 공식서한을 발송
▶ 우리 측 요청사항
▶ 르완다 측 답변

불투명한 시행일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당장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적용하지 않
겠다고 답변함

르완다측 답변을 통해 규제 시행일과 적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여 해
당 일정에 맞게 수출 준비를 할 수 있게 됨
국내 관련 기업은 對르완다 에어컨 및 냉장고 제품에 대해 총 수출액 약 6천
만 원(’21년 기준)에 기여

10(2018년) 38(2019년) 48(2020년)
미통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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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메가트렌드 동향

시행일(예정)

HS 코드

대응활동
및 결과

명확한 시행일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은 수출 준비에 어려움 호소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규제내용

기업
애로사항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개발도상국로부터 주로 발생한다.

담당부처

르완다 국가냉방전략은 왜 생겨나게 되었나?

르완다 자국 내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신규 가구의 수가 지난 5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으
며 2024년까지 전체 가구의 52%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기사용에 대한 국가차
원 정책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음. 아프리카 대륙의 매우 더운 기후로 인한 냉방 수
요를 충족하기 위해 차양 사용, 단열 개선, 자연환기 등의 다양한 에너지 절약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동시에 냉장고 및 에어컨에서 낭비되는 전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요구사항을
강화하게 됨

각 국가의 환경규제는 소비자 정보제공, 환경보호라는 명목 아래 갈수록

규제 개요

르완다 국가냉방전략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에어컨 및 냉장고의 최소
에너지성능요건 및 라벨링 요건을 만족한 후 에너지라벨을 부착해야 함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유권해석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애로유형 급박한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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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동향

터키 전기전자제품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규제
협정에 의거하여 EU 에코디자인 규정을 조화시킬 의무가 있으며, EU

없이 급박한 시행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규제 대응이 불가능하였으나,

터키의 한시적인 유연한 시장감시 활동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수출이

규제목적

시행일(예정)
HS 코드

대상제품

통보여부

대응활동
및 결과

터키 에코디자인/에너지라벨링 규정 (SGM:2021/1,
SGM:2021/2, SGM:2021/3, SGM:2021/4, SGM:2021/5,
SGM:2021/6, SGM:2021/7, SGM:2021/8)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터키 규제 개정안 내용을 분석하고 터키
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 발송

WTO TBT 위원회(2021년 2월) 양자협의
▶ 우리 측 요청사항

터키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규제 시행에 따라 개정된
제품별 최종 규정을 통보함

▶ 터키 측 답변

소비자 정보제공, 환경보호, 품질관리
2021년 3월 25일
8418.10 등

식기세척기, 세탁기, 디스플레이, 냉장고 등

기대효과

23,713(2018년) 34,693(2019년) 11,717(2020년)
7,568(2021년)

통보문 의견수렴 기간이 매우 짧아 규제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하여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또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 요청
한국측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 중임을 답변함
- (서면회신) 명확한 기간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시장감시 활동의 유연
성을 둘 것이며, 당분간은 엄격하게 실행되지 않을 것임을 답변

터키의 시장감시 활동에 있어 한시적으로 유연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공

식 확인함에 따라, 기업이 규제 대응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수
출의 불확실성을 제거

통보(G/TBT/N/TUR/162, 163, 165, 166, 172, 173, 175,
176, 177, 178, 2021년 2월 25일~3월 1일)

국내 관련 기업은 對 터키 에코디자인 대상 품목에 대해 총 수출액 약 87억
원(’21년 기준)에 기여

62

63

TBT 메가트렌드 동향

수출액(천 불)

터키 산업기술부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규제내용

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규제애로 지속 발생

국내 J 기업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애로 제기

가능해졌다.

규제명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규제가 관보에 공포되었으나, 기업이 규제대응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기업
애로사항

규정과 거의 동일함을 밝혔다. 하지만 짧은 의견 수렴 기간과 유예기간

담당부처

매되는 적용제품은 규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고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함
터키는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규정을 WTO에 제출함(2021년)

터키 전기전자제품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규제는 EU와의 관게동맹

규제 개요

2021년 3월부터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규제시행에 따라, 터키 내에 판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시행유예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애로유형 불투명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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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성물질관리법 Deca-BDE 물질 규제

규제 동향

미국은 PBT 화학물질 사용금지 규제를 제정하여 PBT 물질 5종*이 사용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기록의 3년간 보관할 것을 요구함

* PIP(3:1), DecaBDE, 2,4,6-TTBP, HCBD, PCTP

미국은 ‘19.01.31.에 규제 제정(안)을 WTO에 제출하였으며, 추가 통보
(’21.2.5.)를 통해 최종 발효하였으나, ‘21.3월 추가 의견수렴(~’21.5.17.)을
실시함

미국은 PBT* 화학물질 5종 사용금지 규제를 발표하여 PBT 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가공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된 적용대상
공식적인 규제정보 제공으로 기술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미국 환경보호청(EPA)

규제내용

미국은 PBT 화학물질 금지규제를 통해 PBT 물질 5종이 사용
된 제품의 가공 및 유통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3년 동안 보
관할 것을 요구함

규제명

규제목적

대상제품

PBT 물질이 포함된 모든 제품

HS 코드

통보여부

제품은 판매 금지조항을 준수할 수 없어 업계 어려움 호소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미국 PBT 물질 금지규제의 기준 과도성,
정보 모호함을 분석하고 미국 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 발송
▶ 우리 측 요청사항
▶ 미국 측 답변

-

196,896(2018년) 157,109(2019년) 109,857(2020년)
220,414(2021년)

기대효과

① 건설장비 및 산업용 차량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요청
② 규제 적용대상일 경우 준수일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
① 건설장비 및 산업용 차량은 ‘자동차’로써 규제 대상이며, 시행일 이
전 생산제품은 규제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힘

규제적용 범위 및 적용시점의 명확화로 수출준비의 불확실성이 제거
국내 K 기업 등은 건설장비 및 산업용 차량의 규제적용 명확화로 對 미국 건

’19.01.31 초안 통보(USA/1512), ’21.01.12 최종안 통보
(USA/1512/Add.2), ’21.03.18. 추가 의견수렴 통보
(USA/1512/Rev.1./Corr.1)

설장비에 대해 총 수출액 약 2,521억 원(’21년 기준)의 수출 달성이 가능해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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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메가트렌드 동향

수출액(천 불)

대응활동
및 결과

환경보호, 인간의 건강과 안전

2021년 2월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포함될 경우 이미 미국으로 수출된 재고
국내 K 기업이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를 통해 애로 제기

TSCA 6(h) 조항에 따른 PBT 화학물질 규정
Regulation of PBT Chemicals Under TSCA Section 6(h)

시행일(예정)

규정된 PBT 물질 중, DecaBDE 물질이 함유된 건설장비 및 산업용 차량이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담당부처

기업
애로사항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및 시행일이 모호하여 공식질의 서한 발송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였고,

규제 개요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정보제공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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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유형 과도한 규제

13

규제 동향

베트남
정보통신제품 규제

베트남은 정보통신제품 규제 개정안(Circular 11/2021/TT-BTTTT)을 발표
하여 적용대상 제품 추가(저전력광역 무선망제품), 기존 시험방법 업데이트
(IEC 부합화), 배터리 성능시험 관련 예외조항 삭제함
* (대상품목) 이동통신 단말기, 무선 송·수신기, 노트북·태블릿 등 정보통신기기와 휴대폰·노
트북·태블릿용 리튬배터리

베트남은 정보통신제품 규제 개정안에 대한 TBT 통보문을 WTO에 제출함
(2020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보통신기기 제품 내
리튬배터리에 대해 안전시험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험진행 등으로 기업의 인증부담 가중에 따른 수출애로가 발생한다.

기업
애로사항

국제적으로 정보통신제품 내 배터리는 안전시험만 요구하지만, 베트남은 성
능시험도 포함하여 기업의 인증부담이 가중되는 애로 발생
국내 L 기업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애로 제기

담당부처
규제명

규제목적

정보통신제품 규제(Circular 11/2021/TT-BTTTT)

베트남 정부는 11 / 2020 / TT-BTTTT 부록 I(필수 인증 및 신
고대상 정보통신제품 및 상품목록)을 개정하여 적용제품 분류
수정 및 적용제품에 LPWAN을 추가하고, 부록 II (필수 신고대
상 정보통신 제품 및 상품)의 표준 업데이트 및 예외조항을 수
정함

대상제품

이동통신 단말기 및 LPWAN 무선 송신기 및 수신기

수출액(천 불)
통보여부

WTO TBT 위원회(2021년 6월)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 우리 측 요청사항
▶ 베트남 측 답변

851712

기대효과

7,868(2018년) 19,289(2019년) 59,859(2020년)
33,634(2021년)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안전관련 시험항목만 요구하고,
성능시험은 제외하도록 규제개선 요청
성능시험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안전 관련 시험항목만 적용토록 개선하여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국내 L 기업 등은 시험절차 축소로 신규 시험·인증 비용절감 및 베트남 정보통
신기기 판매 약 384억 원(’21년 기준)의 수출 달성이 가능해짐

통보(G/TBT/N/VNM/186, 2021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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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베트남 정보통신제품 규제 개정안과 관련한
TBT 통보문 및 규제내용 분석 실시
베트남 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을 발송하고,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
로 진행

품질관리, 인간의 건강과 안전

시행일(예정)

HS 코드

대응활동
및 결과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규제내용

베트남 정보통신부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베트남과 같이 안전과 성능시험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규제 개요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규제개선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애로유형 불투명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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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동향

짐바브웨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 TV, 냉장고, 에어컨, 조리기구(인덕션), 가정용 팬

짐바브웨는 가전기기 에너지효율규제 TBT 통보문을 WTO에 제출함(2020년)

짐바브웨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는 가전기기별 지정된 표준에 따라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만족하고, 에너지효율 등급라벨 부착을 의무화
누락, 국제표준 미부합화로 국내 관련 산업계는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담당부처
규제명

규제목적

필수정보 부재로 인한 규제 준비시간 부족

국내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Minimum Energy Efficiency
Performance of Domestic Electrical Appliances
Regulations 2020)

짐바브웨 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 발송 진행

▶ 짐바브웨 측 답변

8414.40, 8415.10, 8415.81, 8415.82, 8415.83, 8418.10,
8418.30, 8418.40, 8516.60, 8540.11, 8540.12, 8540.20

기대효과

3,159(2018년) 960(2019년) 2,051(2020년) 1,742(2021년)

① 냉장고 관련 적용 표준 내용확인 및 수정 요청
② 제품별 세부기준, 지정 시험기관, 적합성평가 프로세스, 규제청 정
보등록을 위한 세부 가이드 등 정보제공 요청
③ 규제초안 보완 및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수출기업의 규제 준
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 요청
① 가정용 냉장고 제품의 적용 표준에 대한 오류 일부 정정
② 제품별 규제요건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지정시험소 설립 예정
으로 별도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
③ 재공표 후 6개월 유예기간 부여 예정

짐바브웨 가전기기 에너지효율규제 관련 기업의 수출을 위해 필요한 규제 정
보를 제공받아 수출 준비의 불확실성 제거

국내 M 기업은 짐바브웨로 가전기기의 수출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었
으나, 시행연기로 인하여 가전기기 약 20억 원(’21년 기준)의 수출 달성이 가
능해짐

통보(G/TBT/N/ZWE/2,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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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냉장고, 에어컨, 조리기구(인덕션), 가정용 팬 등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짐바브웨 가전기기 에너지효율규제 초안
TBT 통보문 및 규제내용 분석 실시
▶ 우리 측 요청사항

환경보호

대상제품

통보여부

대응활동
및 결과

가정용 전기기기는 지정된 표준에 따른 최저에너지효율기준을
만족하고,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함

2021년 2월 1일

수출액(천 불)

국내 M 기업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애로 제기

짐바브웨 에너지 및 전력개발부(MOEPD)

시행일(예정)

HS 코드

제품별 세부기준, 지정 시험기관, 적합성평가 프로세스, 규제청 정보등록을
위한 세부 가이드 등 구체적인 정보 부재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규제내용

부정확한 규제정보와 필수정보 누락, 국제표준 미부합화로 규제준수 애로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기업
애로사항

했다. 하지만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의 부정확한 정보와, 필수정보

규제 개요

2021년 1월부터 짐바브웨에 수출하는 가전기기*는 지정된 표준에 따른 최
저에너지효율기준(MEPS)을 만족하고, 에너지효율 등급라벨을 제품ㆍ포장
에 부착해야 함

TBT 대응 현황

해소사례

해소유형 정보제공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외기술규제 파고를 헤쳐나
가는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 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경쟁력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은 해외 규제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각국과

협상해 우리에게 불리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긴밀히
공유하고 논의해야만 빠른 기술규제대응이 가능하다.

TBT 보고서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해외기술규제 장
벽을 넘어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한 주요 사례를 소개

기술규제의 파도를
TBT 대응협의체로 넘다
세계 최대 단일 제철소이자 글로벌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제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주요 기업의
TBT
대응전략
및 성과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지속 성장과 수출 증대

포스코
TBT 대응 현황

2.

TBT 우수대응사례 1

조업 전반에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53개국에 열연, 냉연, 스테인레스 등
다양한 철강제품을 수출하여 기술력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로드맵을 구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여나
가고자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에
고품질 철강소재를 공급함으로써 고객사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다.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TBT 메가트렌드 동향

70

71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높아진 철강산업 기술규제의 벽, 까다로운 인증 절차 확대

밖에 없다. 특히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산업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성향이 전 세
계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철강제품은 건설용 자재 등 안전과 직결된 소재이므로 기술규제가 엄격하
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작, 운송 및 일련의 인증 절차에 수반되는 인적, 물적 자원 소요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해당 이슈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안건으로 제기하였고, 해당국에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 A
국가 정부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다.

또 다른 기술규제 사례가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인증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 남부 아시아 C

국가의 D 인증이 대표적이다. C 국가는 자국 철강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 철강제품에 대한

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인증주기가 짧아 대응하는 데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통상 철강

종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최근 C 국가가 특정 철강제품을 강제인증 범위에 포함시키

제품은 화학적, 기계적 성질을 기준으로 강종(grade)을 구분하며 동일 강종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편

으로 인증을 실시한다. 그런데 A 국가는 동일 강종에 대해 두께 및 연신율(elongation)에 따라 그룹
을 또 다시 나누어 그룹별 시편을 하나씩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매 인증 시 타인증 대비 4배에 달하는
시편을 제작하여 보내야 했다.

규제를 여러 방법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수입 시 필수적으로 D 인증을 요구하는 강
면서 포스코 또한 절차대로 인증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공장심사를 위한 D 인증 심사관 파견이 지연되어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기술규제가 까다로운 대표적인 지역은 동남아 지역으로 포스코의 핵심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약 2

년 전 아시아 A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B 인증과 관련하여 이슈가 있었는데, 인증을 받기 위한 시편

TBT 대응 현황

포스코는 매년 전체 생산량의 약 35~45%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 해외 규제에 상당히 민감할 수

매년 사후심사가 진행될뿐만 아니라 A 국가에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포스코로서는 시편 제

자 해당기간 동안 제품을 완전히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심사관 파견이 업종별로 산발적으

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철강제품은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현지 공급부족(shortage) 문제
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의지를 보인 결과 얼마 전 심사관 파견이 결정됐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이슈 대응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가 점차 심각해졌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공식 서한을 발송하

해외에서 정부 규제로 인한 이슈가 생겼을 때 해당국 정부에 기업이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해당국 정부에 민간기업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포스코 또한 시의 적절
하게 이슈를 제기하고 지원을 받고 있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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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은 큰 혜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정기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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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C 국가 당국에 공문을 송부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 필요성을 꾸준

TBT 대응 현황

히 제기하고 접촉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심사관 파견이 결정 났고 현재 포스코는 심사 준비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정부에 전달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국 정부에 서한을 송부하

여 이슈 검토를 요청하거나 TBT 정기 회의시 안건으로 제기하여 다른 국가와 공조를 통해 압박 수위
를 높이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방안 도출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을 위해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오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는 본사에 기술규제 및 인증 담당 전문부서를 두고 글로벌 규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대응하고 있다. 특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인증 절차를 수

행하는 등 해외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모든 정보공유는 사내 I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고, 인증절차 진행상황 또한 모든 직원이 IT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객사 대응이 원활히 이

업 입장에서 그 어떤 자산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이슈 발생시 본사와 협업을 통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

현지 수출길 확보 등 TBT 대응 협력 강화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협업을 통해 업계 개선 요구사항을 규제당

인해 특정 철강제품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었다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포스코 제

“TBT 대응은 이슈 해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를 통해 미래의 이슈 발생을 방지하기

수입되지 않으면 현지 수요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간접적인 피해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

포스코는 전세계 각지에 법인을 두고 법인마다 기술 담당 전문가가 지정되어 있어 본사와 정보공

간 협상이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본사와 협의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의 TBT종합지원센터에 안건을
국에 요청하고 있다.

구사항이 100%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기 마
련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당국과 신뢰를 쌓아가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수 있다는 점은 기

74

품은 C 국가 현지에서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산업에 기초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C 국가에
서 이번 수출 재개는 포스코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정부와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관계를 지속해나갈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해외에서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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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며 현지 당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규제 대응에 투명성 및 협상력을 제고해줍니다. 개선 요

무역기술장벽 대응으로 얻은 효과는 상당하다. 예를 들면 C 국가 D 인증 같은 경우, 인증 이슈로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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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를 하는 데 있어 각국 정부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정보력이 중요한 기술규제 측면에서

다. 그런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데 훨씬 수월한 측면이 있다.

한편 최근 글로벌 철강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각국에서 수입규제가 더욱 더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기술규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전평수 포스코 무역
화되는 가운데 이제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도 기술장벽이 점차 큰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
히 기술장벽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정보에서 오는 리스크가 큽니다. 또한 적절한 협의대상을 접촉하

기 어렵다는 점이 기업의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TBT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정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출 위기 극복
건설기계와 엔진 등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리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통상실 통상기획그룹 팀장은 TBT종합지원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철강산업 경쟁이 심

현대두산인프라코어
TBT 대응 현황

해외 정부와의 소통은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해주어 기업이 원활하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

TBT 우수대응사례 2

드하고 있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등 세계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뛰어난 매출액을 기
Doosan Infracore
58
록했다. 그 바탕에는 제품의 뛰어난 품질을 구현하는 기술력은 물론, 관련사와
협단체를

59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통해 무역기술장벽에 발빠르게 대응한 전략이 주효했다.

2

글로벌

이지만,

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받고 정부간 협상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큰 혜택입니다.

가피한

낮고 안

포스코는 앞으로도 TBT종합지원센터 활동을 통해 글로벌 규제에 대응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과 안전

두산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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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종합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대내외 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새로운

제적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꾸준한

를 진행

하였습니

해 가져

아웃리치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을 기반

통해 총

제·사회

무인·자
(안전),
건전성
코어는

으로 기

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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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

기반 건설

Guidan

를 기반

강화하고

머신 가

해 수집

하는 시

니더라도

는 기술

76

02

77

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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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가

Safety

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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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는 시장경쟁력

각종 건설기계와 대형 차량, 발전기, 선박용 디젤 및 가스 엔진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84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건설기계, 엔진, 각종 어태치먼트와 유틸리티 장비
등 참여하는 사업 분야에서 모두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장의 예상을 웃도

미니 굴착기 시장에 변화를 일으켰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owered by

Innova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첨단 디지털 기술 적용을 위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로

차 강화되고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여건을 마주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경영을 통해
사회·환경적 이슈에 선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TBT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이슈 해결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주력 상품이 건설장비와 각종 엔진인 만큼 환경규제와 관련한 이슈가 주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에 데카브롬화디페닐에테르(Deca-BDE) 물질 규제를
시행하는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의 환경규제인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하위의 규제성분 리스트 추가를 위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을 리드하는 혁신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객과 시장을 확

해 2021년에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개정 초안을 발표했

변화에 강한 기업으로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않았다. 해당 규제에 대응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용 제품군과 유예기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대하고, 제품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이루는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입지를 더욱 넓혔고, 국내 시장에서도 매출 확대는 물론

러한 성과에 이르기까지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규제가 점

TBT 대응 현황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1937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단위 기계공장으로 출발하여 굴착기와 로더 등

이처럼 건설기계, 엔진 등 사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

는데, 건설장비 제품에 대한 적용 제품군 및 기존에 판매 완료된 제품들에 대한 유예기간이 정확하지

이러한 난관 가운데에서 TBT종합지원센터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받아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보

다 정확한 유권해석 기준을 직접 확인받았다. 인증법규 파트 이서영 차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유권해석 확보가 필요했다.

기술표준원과 TBT종합지원센터의 도움 덕분에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본 규정 초안에 대해 EPA의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공유받은 직후 내부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적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TBT종합지원센터에 이슈 사항을 전달하면서 협조를 요청

‘Powered by Innovation’아래,

했으며, 이후 TBT종합지원센터에서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진행하여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명확한
INNOVATION &
DIG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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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점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유예 조항과 관련해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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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받아 후속 업무 진행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터와의 협력을 통해 대처 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주어진 기한 내에 대응하고 기술규제 이슈를 해결하여 미국으로의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TBT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신흥국의 언어로 발표된 자료를 번역, 분석하여 업
체에 제공해 해당 규제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TBT 대응 현황

규제 시행에 따라 수출 중단이 초래될 수도 있는 위기였으나, 국가기술표준원 및 TBT종합지원센

“신흥국은 기업에서 요청할 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하면 진행이 수월해지는

규제에 발빠른 대응 필요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한 규제 대응으로 수출 저변 확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군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수출에 필요한 여러 인증 및 규제에 대
응했던 경험과, 기업과 함께하는 협의체, 회의체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바탕이 되었다.

“각종 수출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의 제정, 개정 동향에 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TBT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수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규 규제 관련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TBT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업
계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TBT 관련 정보를 얻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관련 법규의 제정,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동 지역에 수출 시 필수인 GSO 인증이나 유라시아 지역과 같이 규제

개정 동향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예기간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규제에 대응하기

질의응답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나 해외 정부기관 및 인증기관의 공지 메일과 무역

신흥국 진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저변 확대는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동향 확인이 쉽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별 협의체 채널을 구축하여 법규 동향 파악 및

신규 기술규제 동향이 확인되면 해당 규제에 관련된 TBT 심층분석보고서 자료나 통보문 등을 검

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유권해석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TBT 관련 협단체나 TBT종합

어렵다. 또한 신산업에 적용되는 신규 규제가 점차 늘어나고 신흥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군 확대에 나서고 있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보다 발빠르고 긴밀한 TBT 대응 방안 및 협력이 필요
한 상황이다.

“TBT로 통보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담당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련 법규의 제

지원센터에 문의한다.

정, 개정을 검토하는 시점부터 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해당 규제에 보다 발빠르게 대응하

응하여 해외지사나 관계사 네트워크는 물론 국가기술표준원과도 협력하며 함께 정보 확보에 노력을

술 분야의 여러 새로운 규제들이 제정 중이고, 신흥지역 시장에서는 환경규제가 확대 적용 중입니다.

특히 중국, 인도,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불확실한 신흥국의 기술규제에 대

사실로 확인되면 대응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경로와 비공식적인 경로를 교차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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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큰 기대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친환경 건설장비 등 신규 기
이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한 TBT 대응 업무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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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고 있다. 자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한 비공식적 자료를 국가기술표준원에 확인을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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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장벽 심층분석결과 자료 등을 두루 참조해 기술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비결은 독보적으로 뛰어난 제품의 품질과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이어나가고 지속적으로 수출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점차 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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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재산업의 Global No.1 유니드

유니드

TBT 우수대응사례 3

로 성공하였다.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기반으로 품질 및 원가경쟁력을 인정받

코로나에 막힌 인도 수출길,
적극적인 도전으로 결실을 맺다

아,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가성칼륨, 탄산칼륨 등 칼륨계

유니드는 1980년 5월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칼륨(Potassium, 원소기호 K)계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 칼륨계 제품은 석유화학, 농약, 비료, 의약, 식품첨가물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TBT 대응 현황

유니드 화학사업부는 1982년 4월 인천공장 가동과 함께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의 국산화에 최초

제품 및 염소(Cl₂), 염산(HCl)등의 염소(Chlorine)계 제품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삶의

화학과 수처리, 금속표면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및 탄산칼륨(K₂CO₃)을 제조·판매하는 화학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유니드는 우리 삶

유니드는 국내에서 생산된 화학제품을 수출 위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전 세계 다양한 수요처로 공급

과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기초소재를 생산하며, 세계적인 기술력과 독보적인 품질 경쟁

중이다. 특히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남미를 비롯해 유럽시장 판매도

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태양광 웨이퍼의 식각 등 전자·친환경 산업 용도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또한 염소계 제품은 석유

화학제품 국산화라는 사명을 기초로 설립되었다. 기초무기화학제품인 가성칼륨(KOH)

확대하고 있다. 한국법인 전체 판매량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속적인 신
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상 가성칼륨의 판매를 극대화 하고 있다.

수적이다. 유니드를 비롯해 관련 기업들은 인증대행사를 통해 해외 인증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유니

▲ 울산공장

▲ 인천공장

탄산칼륨(K2CO3)

TBT 메가트렌드 동향

가성칼륨(KOH)

염소계 제품(염소 염산)

▲ 주요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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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은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에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인증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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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마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남동욱 대리는 방법을 찾던 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령을 내리면서 BIS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기술규제가 발생했다. 더구나 전 세계를 강

유니드의 애로를 수집한 KTR과 TBT종합지원센터는 TBT 통보문 및 규제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증 관련 이슈는 적었던 편이었다. 하지만 인도표준국(BIS)이 2020년 12월부터 화학물질 품질관리

(KTR)을 발견하고, 곧바로 TBT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타한 코로나19의 여파로 공장심사 과정이 ‘올스톱’ 되면서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인도측 질의처에 정부서한을 발송했다. 코로나로 인한 인증지연을 감안하여, 규제시행을 연기하거나

인도 BIS 인증 수출규제, 코로나로 인해 올스톱

며,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유니드의 경우 기존 인증이 만료되는 날, 기존 인증의 연장이

TBT 대응 현황

드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인 칼륨계 제품은 품질과 공급능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인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인도측은 당초 시행일을 6개월 연기하겠다고 회신해 왔으

3,000만불(2021년 기준)의 수출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유니드에서 서남아시아 지역 수출을 담당

확정됐다. 졸였던 마음도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다.

“KTR에서 적극적으로 대응방법에 대해 고민해주셨어요. BIS 인증연장 신청공문 작성에 협조해

하는 남동욱 대리는 탄산칼륨의 인도수출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주었고, 현재까지도 인증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기관 차원의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

준비에 나섰습니다. 공장실사 전까지의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

는 반덤핑 등 폭탄을 던지는 사례도 있거든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서한과 답변요청을 어필하는 것

“인도 BIS가 새로운 내용의 기술규제를 예고하면서 확실한 대응을 위해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며

로 BIS 인증의 모든 프로세스가 하루아침에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세계
황이었습니다.”

탄산칼륨의 BIS 인증을 받기 위해 규제 시행 6개월 전부터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장심사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잠정적으로 중단돼 버렸다. 코로나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으로 규제 시행 전 인증취득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해외지사와 제품인증을 이미 받은 다른 기관에도 문의를 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추측에 가까운 회신이었다.

이 효과적이었던 셈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도의 화학물질 품질관리 명령 관련 규제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6개월, 1년의 연장을 거치게 되었으며, 그 과정마다 TBT종합지원센터가 행정적인 지원을 뒷
받침했다.

인증 연장과 시행유예 통해 수출애로 극복

유니드의 경우 이번 인증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 KTR을 비롯해 TBT종합지원센터, 국가기술표준

원 등 해외기술규제 관련 기관과 프로세스는 잘 알지 못했다. 사내에서도 해외기술규제 관련 부서가

만 믿고 수출선을 보내기 어려운 긴박한 순간. 인증업무를 대행해준 업체마저 국내로 돌아온 상황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 남동욱 대리는 국내 유사업종 기업과 대기업들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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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의 인식변화가 생겨나고 있으며, 후속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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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사전에 위험한 변수를 없애야 한다. 제품의 ‘패스포

트’ 역할을 하는 인증서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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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하였으며, 당장 수출을 해야 하는 저희로써는 BIS 인증 연장이 절실한 상

서 해외 국가나 인증기관에 접촉해 이의를 제기하기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서남아시아 지역은 유니드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그중 인도시장의 경우 약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이 듭니다. 유니드는 BIS 인증을 위해 에이전트와 협업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역량을
뤄낸 것과 같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외 산업별 기술규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협조가 지속적
으로 발휘된다면 앞으로의 국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대응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BT 대응 현황

지속적으로 지원받길 원합니다. 선제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증 연장을 지속적으로 이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 유니드 남동욱 대리

TBT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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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BT 대응과정에서 공통적인 부분 외에도 저희 상황에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과 질의사항에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KTR 등 기관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또한
TBT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특히 타사에서 인증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보
를 습득한 부분도 큰 수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니드는 TBT종합지원센터로부터 BIS가 2022년 4월 중순부터 한국 신청업체에 대해서도

공장 실사자 지정을 시작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유니드는 지정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

TBT 메가트렌드 동향

사자 지정 후 1~2달 이내에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동욱 대리는 마지막으로 TBT종
합지원센터가 지금보다 더욱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처음 인도 BIS 인증을 준비할 때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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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협정에 따른 통보는 기업이 수출시장의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입수ㆍ대응할 수

보고서1)(26th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있도록 하여 국가 간 무역교류를 용이하게 한다. 동 협정에 따른 통보 의무가 불투명하거나 차별적인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해 시정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G/TBT/45))를

조치, 비합리적 기술적 조치 등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양자 및 다자협상을 통

전문은 WTO 웹사이트에서

WTO TBT 통보동향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과 관련

확인할 수 있다.

정부기관, 관련 분야 연구자가 해외기술규제를 올바

WTO TBT 위원회에서 발표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통보문 동향과 신규 통보문에

보고서를 기초로 전체 통보문 동향과 신규 통보문에

목적별 통보 동향을 살펴본다.

르게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기술규제

본 파트에서는 WTO TBT 위원회에서 발표한 연례

WTO TBT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표준(Standard),

(Conformity Assessment) 절차를 제ㆍ개정할 경우,

동 제ㆍ개정안 내용이 국제표준 내용과 다르거나

연례보고서를 기초로 전체

대한 연도별, 국가별, 분야별,

대한 연도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 통보 동향을 살

펴본다. 또한, WTO TBT 위원회(연 3회 개최. 2, 6, 11월)에서 제기된 특정무역현안(STC)을 기초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회원국의 대응현황을 알아본다.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고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적합성평가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WTO TBT
통보문 동향

이 파트에서 기재된 내용은 WTO TBT 연례

TBT 대응 현황

1.

미친다면 동 제ㆍ개정안을 WTO 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TBT 메가트렌드 동향

1) WTO 웹 사이트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bt_e/tbt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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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통보문 동향

전체 통보문 동향
WTO TBT에 등록된 통보문은 WTO가 인정하는 국제무역 규범이나, 진정한 의미의 기술규제보다

는 수입방어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 많아 실질적인 수입제한조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통보문

은 1995년 WTO 창립 이후 27년간(1995~2021년) 총 4만 3,956건이 발행되었다. 145개 회원국

이 최소 1건 이상의 통보문을 제출하였다.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는 ([그림 Ⅲ-1])과 같이 2000
에서도 2020년에는 3,352건, 2021년 3,966건의 통보문이 발행되었다. 특히, 2021년 통보건수는
3,966건으로 2020년 대비 18% 증가하면서 또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1

전체 연도별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건수)

3,336 3,352
52
3,063 87 72

3,000

2,194

2,500

19

1,897 1,869
1,772 48
7
19
1,530 38 43 15

43
93

51 74
1,246
2,579 86
28
2,237 2,331 53
2,139 33
1,101 1,185
34
841
29 56 1,977 70
30
45
706
46
579
468 621
477

73 576
13
1,030 1,230
897
897 5 11 48 364 395
847
469
2 723 2
697
5
1,792
2,584
2,074
30 18 216
501 9 679 3 631 573 620 51 3 23 126
173
389 1
6
28 107
49
12
4
1,412
2,085
2,043
1,551
1,527
1,648
38
13 22 26
2
55
11
5
27
11
12
3
5
1,028
1,488
1,424
1,215
1,597
35
19
1,253
869
365 460 795 648 671 607 540 582 795 637 765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20
21

0

국가별 전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미국

브라질
우간다

신규

추가

정정

개정

92

이스라엘
에콰도르

케냐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단위: 건수)

2,242 443 2,685

4,106 391 4,497

2,092 507 2,599

1,731 104 1,835

1,604 126 1,730

1,446 96 1,542

1,464 67 1,531

1,261 175 1,436

1,236 57 1,293

1,201 66 1,267

1995~2020

2021

2021년 국가별 통보문 동향

2021년도에는 [그림 Ⅲ-3]과 같이 아프리카 회원국들(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브룬디)이

가장 활발하게 TBT 통보문을 발행하였다. 그중 우간다는 총 507건으로 2021년 전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가장 많은 통보문을 제출하였고 브라질, 미국, 케냐, 탄자니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안전ㆍ보건ㆍ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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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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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3,500

1,000

통보문을 제출하였다.

중국

4,000

1,500

히, 미국은 1995년 이래 상위 통보국에 이름을 올려왔으며 브라질, 우간다, EU, 중국이 그 뒤를 이어

EU

4,500

2,000

국이 4,497건으로 가장 많은 통보문을 발행하였고, 그 뒤를 이어 브라질, 우간다, EU로 나타난다. 특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년 631건에서 2005년 897건, 2010년 1,869건, 2015년 1,977건으로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상황

27년간 (1995~2021년) 국가별 누적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그림 Ⅲ-2]와 같이 미

TBT 대응 현황

연도별 통보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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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2021년 전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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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각국에서 매번 통보문을 제출할 때마다 새로운 기술규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과 안전 보호’의 통보문이 압도적인 건수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목적은 ‘품질 요건’이었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선 부록, 수정, 개정으로 통보문을 제출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림 Ⅲ-4]에서는

적은 그 순위가 1995~2021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목적으로 유지되었다.

WTO TBT 위원회에서는 통보 조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보문 발행 형식을 총 4가지로

발행을 하며, 이미 통보된 기술규제의 의견수렴기간 연장이나 특정 조치의 철회 또는 폐지 등 변경이

전체 연도별 후속(부록, 개정, 수정)통보문 발행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후속 통보문 발행 상

[그림 Ⅲ-5]는 27년간 누적(1995~2021년) 통보문의 목적별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건강

으며, ‘소비자 정보, 라벨링’,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 6개 목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유형별 통보문 동향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중국

391

443

507

전체 연도별 후속(부록, 개정, 수정) 통보문 발행 건수

TBT 대응 현황

우간다

그림 Ⅲ-4

위 10개국 중 미국이 총 2,48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발행하였고, 브라질, 우간다, 에콰도르, 멕시
TBT 메가트렌드 동향

코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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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021년(27년) 목적별 통보문 건수

(단위: 건수)

그림 Ⅲ-6

연도별 신규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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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미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신규 통보문 통계를 통해 TBT 통보문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많이 발행하였고, 다음으로는 중국(1,641건), 우간다(1,529건), 유럽연합(1,464건), 브라질(1,393

연도별 신규 통보문 동향

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전체 통보문 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 통보문 발행 건수도 급격히 증

27년간 (1995~2021년) 신규 통보문 발행 상위국은 [그림 Ⅲ-7]과 같이 미국이 2,014건으로 가장

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안전ㆍ보건ㆍ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우간다, 탄

연도별 신규 통보문 발행 건수는 [그림 Ⅲ-6]과 같이 27년간 (1995~2021년) 발행된 전체 통보문

건이 발행된 작년과 비교해서 약 26% 증가하였고, 27년간 (1995~2021년) WTO TBT에 등록된 신
규 통보문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96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5-2020년 까지는 총 1,030건의 신규 통보문을 발행

하였고 2021년에는 112건의 신규 통보문을 발행함에 따라 1995~2021년(27년간) 신규 통보문 발
행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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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의 증감 추세와 유사하다. 특히 2021년 발행된 신규 통보문은 총 2,584건으로, 2020년 2,043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신규 통보문 동향

신규 통보문은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의 제ㆍ개정안에 관한 내용이므로 동향파악에 있어 가

TBT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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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1995~2021년(27년) 신규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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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사우디아라비아

우간다

르완다

1,393

이스라엘

(단위: 건수)

탄자니아

1,464

브라질

대한민국

2,014

2021년 신규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116

93

112

개발 수준별 신규 통보문 동향

발하게 TBT 통보문을 발행하였다. 그중 우간다는 총 256건으로 2021년 전체 통보문 발행 상위 10

의 상당 부분은 최빈 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 발행한 통보 발행 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통보문 발행 건수와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 전부터 안전ㆍ보건ㆍ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

14%를 차지하였다. 모든 개발 수준별 회원국의 신규 통보문 발행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98

99

개국 중 가장 많은 통보문을 제출하였고 브라질,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리카 국가의 많은 신규 통보문을 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년간(1995~2021년) 개발 수준별 신규 통보문 발행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신규 통보
2021년도에도 신규 통보의 56%는 56개 개발도상국이 제출하였고, 최빈개도국 29%, 선진국이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2021년 국가별 신규 통보문 동향

2021년도에는 [그림 Ⅲ-8]과 같이 아프리카 회원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가 가장 활

TBT 대응 현황

미국

그림 Ⅲ-8

최빈개도국의 경우 2020년에 비해 63%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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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1995~2021년(27년) 개발 수준별 신규 통보문 건수

(단위: 건수)

[표 Ⅲ-1] 2019~2021년 통보문 발행건수
통보문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정 통보문

87

52

43

1,400

2,074

추가 및 수정 통보문

1,200

1,175

합계

1,000

800

2,043

2,584

1,257

3,336

TBT 대응 현황

신규 통보문

1,600

(단위: 건수)

1,339

3,352

3,966

최근 3개년 지역별 신규 통보문 동향

600

야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아프리카 회원국이 가장 많은 신규 통보문을 발행(38%)하였으며, 아시아

200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20
21

0

선진국 회원

개도국 회원

최빈개도국 회원

회원국 22%, 중남미 카브리해 회원국이 14%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최근 3개년
동안 지역별 신규 통보문 발행 현황의 비율은 유지되었으나, 중남미 카리브해 회원국의 비율은 소폭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최근 3년간(2019~2021년) 지역별 신규 통보문 동향은 [그림 Ⅲ-10]과 같이 안전ㆍ보건ㆍ환경 분

400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개년 전체 통보문 동향

2019~2021년(3년) 지역별 신규 통보문 발행 현황

그림 Ⅲ-10

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에너지 효율 규제의 강화 및 탄소저감정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신기술의 출현으로 기술규제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설 규제 동향 및 현안
등 관련 업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개년에 대한 통보문 동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최근 3개년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는 [표 Ⅲ-1]과 같이 2019년 3,336건에서 2020년

동향 파악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자료인 신규 통보문은 2021년 2,584건으로 2020년 신규 통보문

8%

11%

20%

8%

2020

8%

33%

14%

16%

20%

아프리카

9%

아시아

2021
9%

31%

10%

14%

23%

중남미 카리브해

7%

중동

유럽

38%

22%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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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건, 2021년 3,966건의 통보문이 발행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

2019

(단위: 비율)

대비 약 26% 증가하면서 또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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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 이후로 WTO TBT 통보문 제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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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산업 분야별 신규 통보문 동향

2021년 통보문의 제품 적용 범위 현황

그림 Ⅲ-11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식의약품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통보 건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

다. [표 Ⅲ-2]와 같이 2019년에는 식의약품 분야(793건)와 전기전자 분야(243건)의 신규 통보문이

가장 많이 발행되었고, 2020년에는 식의약품 분야(868건)와 화학세라믹 분야(250건), 2021년 에
는 식의약품 분야(1,013건)와 화학세라믹 분야(329건)가 가장 많이 발행되었다.

대분류

식의약품

화학세라믹
생활용품

2019년

통보건수

비중(%)

통보건수

비중(%)

187

9

250

12.2

329

12.7

38.2
10.2

178

8.6

정보디지털

868
201

11.7

144

61

2.9

57

42.5
9.8

1,013
291

7

247

79

3.9

145

2.7

102

5

79

4

45

2.2

농수산품

79

3.8

소재나노

75

3.6

40

1.9

135
48
74

6.6

2.3
3.6

187

1.6

52

2.5

68

3.3

38

2,074

-

2,043

-

2,584

바이오환경
합계

15

0.7

4

1.2

0.2

53

11

38 기타 화학제품

44 목재

39 플라스틱

63 기타
섬유

24 담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도입하게 된 의료제품 관련 규제 요구사항등을 통보하였다.

5.6

42

기타

25

7.2

2.6

07 식용채소

48 종이

살펴보고자 한다. WTO 회원국들은 총 70건 이상의 통보문을 제출하였고 [그림 Ⅲ-12]와 같이 팬데믹

9.6

67

04 낙농품

22 음료

34 비누

2021년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이 발행한 코로나19 관련 통보문을

11.3

3.2

83

에너지

39.2

82

건설

27 광물성
연료·광물유

08 식용 과실/견과류

29 유기화학물

3.1

2021년 코로나19 관련 통보문 현황

그림 Ⅲ-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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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43

기계

2021년

(단위: 건수)

비중(%)

793

30 의료용품
85 전기기기

통보건수

전기전자

교통/안전

2020년

84 기계류

87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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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2019~2021년(3년) 분야별 신규 통보문 건수

90 도량형 기구

33 정유

TBT 대응 현황

최근 3개년 동안 분야별 신규 통보문 건수를 확인해본 결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간의 건강

12

10

1.5

0.4

8

-

6

하였고 식의약품과 의료용품이 그 뒤를 이었다.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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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과 같이 2021년 통보의 제품 적용 범위별로 살펴보면, 기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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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특정무역현안(STC) 동향

[그림 Ⅲ-13]과 같이 27년간(1995~2021년) 총 2,774건의 STC가 논의되었다. 논의된 STC의 수

는 1995년 WTO 출범 이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 이래 70개 회원

WTO
특정무역현안
(STC) 동향

TBT 대응 현황

2.

국(전체 회원국의 43%)이 TBT 위원회에서 최소 1건의 STC를 제기하였고, 2021년에는 신규 현안
64건을 비롯해 총 257건의 STC를 검토하였다.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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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TBT 위원회 정례회
의에서 해당 기술규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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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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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31

150

184 185
173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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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은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절차가

150

162

살펴보았고, 이 장에서는 STC의 동향 분석으로 기술규

[표 Ⅲ-3]을 통해 최근 3개년 동안 제기된 신규/계속 STC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3년간 신

향 분석으로 기술규제의 추세 및 특징에 대한 정보를

신규

계속

규 STC는 약 83% 증가, 지속 제기현안인 계속 STC는 약 28%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이로 봤을 때,

104

105

WTO 회원국들의 STC 제기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BT 메가트렌드 동향

제가 무역 상대국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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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021년(27년) STC 제기 현황(안건 중복 포함)

그림 Ⅲ-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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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2019~2021년(3년) 신규/계속 STC 제기 현황(안건 중복 포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50

156

193

35

계속 STC
전체 STC

57

185

213

한편, 2021년에 STC를 제기한 상위 10개국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Ⅲ-15]와 같이 EU(89건), 미

국(79건), 캐나다(38건)가 상위 3개국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34건을 제기하여 4위로 나타났다.

64

STC의 대다수는 신규 제기가 아닌 이전에 제기된 현안이다.

257

그림 Ⅲ-15

전체 STC 제기 동향

2021년 STC 제기 상위 10개국

들이 자국 기업에 무역장벽이 되는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이들 국가의 전 세계 수출비중이 크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된 현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일본

27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1995~2021년(27년) STC 제기 상위 10개국
EU

1,314

미국
일본

564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중국

브라질

뉴질랜드

306

408

1,239

212

201

대만

15

13

신규

계속

[표 Ⅲ-4]와 같이 2021년에 우리나라가 제기한 STC는 11개국 26건으로 ‘평판 및 안전유리 BIS 인

560

증’, ‘UHD TV 에너지효율 규제’, ‘철강 제품에 대한 강제 인증’ 등 8건을 인도에 제기하였고, ‘의료기

기 감독관리조례’, ‘리튬 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등 7건을 중국에 제기, 칠레, EU 각 2건, 방글라데시,

281

256

콜롬비아

21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EAEU, 터키, 프랑스에 각 1건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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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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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코스타리카

21

34

38

79

89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미국

같이 EU 1,314건, 미국 1,239건, 일본 564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281건으로 나타난다. 이는 선진국

(단위: 건수)

EU

27년간(1995~2021년) STC를 가장 많이 제기한 국가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그림 Ⅲ-14]와

TBT 대응 현황

신규 STC

연도

(단위: 건수)

신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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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2021년 우리나라가 제기한 STC(중복제외)
구분
2

5

평판 및 안전유리 BIS 인증

인도

화학섬유제품 BIS 규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규제

11

CSAR 화장품 규정

10
중국

18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오만
칠레
EU

24

EAEU

26

프랑스

25

터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전자폐기물(WEEE) 규제

러시아

세탁기 및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의료기기 규정(안)

광원 에코디자인 규제
차량인증규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규제

122

브라질

인도네시아

국가기술표준원

에콰도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기술표준원

114

78

107

69

신규

계속

2021년에 STC를 제기 받은 상위 10개국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Ⅲ-17]과 같이 EU(54건), 인도

세탁기 에너지효율 라벨링(사후관리) 규정
세탁기-건조기 사후관리 규제

133

미국

정보통신제품규제

에어컨(창문형, 독립분리형) 에너지효율 라벨링

139

291

417

649

(48건), 중국(32건)이 상위 3개국에 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TBT 메가트렌드 동향

23

인도

(단위: 건수)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방글라데시

22

중국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안)

16

21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안)

1995~2021년(27년) STC 피제기 상위 10개국
EU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14

20

그림 Ⅲ-16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화장품 등록 및 신고, 화장품 효능평가 등 규범

19

국가기술표준원

철강제품에 대한 강제 인증

9

17

라도 139건으로 STC 제기 상위국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세톤 BIS 인증

8

15

-16]과 같이 EU가 649건으로 가장 많은 STC를 제기했고, 중국 417건, 인도 291건에 이어 우리나

에어컨 및 부품인증

7

13

27년(1995~2021년) 동안 STC를 가장 많이 제기 받은 국가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그림 Ⅲ

UHD TV 에너지효율 규제

6

12

전체 STC 피제기 동향

소관부처

냉장기기 품질관리명령

3
4

특정무역현안(STC)

TBT 대응 현황

1

대상국가

국가기술표준원

미네랄오일 금지법

10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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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2021년 STC 피제기 상위 10개국

(단위: 건수)

인도
중국

러시아

16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7

8

48

개정 제안 상태의 기술규정이 33건, 최종 공표 기술규정이 23건, 제안/최종 기술규정 8건으로, 회원

15

국들이 무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Ⅲ-18

6

소관부처

선박평형수 처리 시스템 규정

해양수산부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335-2-15)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EU, 호주, 멕시코

포장재 재활용 폐기물 분류 규정

3

EU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

5

중국
중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운영고시 개정안

28%

25%
제안

8%

최종

제안/최종

33%

23%
제안

최종

제안/최종

[그림 Ⅲ-19]는 회원국 경제 수준별 신규 STC 제기 현황 그래프이다. 2021년에 개도국 회원들은

환경부

1995년 이래 가장 많은 STC를 제기하였으며, 이 중 48건(75%)은 개도국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제
기하였으며, 3건(4.7%)은 개도국과 선진국 회원들이 함께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TO TBT 위원회에 대한 개도국들의 이해와 활용이 높아졌고,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무대에

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10

111

TBT 메가트렌드 동향

4

EU

4%

지역 및 개발 수준별 동향

특정무역현안(STC)

1

2021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표 Ⅲ-5] 2021년 우리나라가 제기 받은 STC(중복제외)

(단위: 건수)

2020

계속

5

가로부터 제기 받았다.

2

신규 STC 구분(제안된 기술규정, 최종 기술규정)

신규

리 시스템 규정(해양수산부)’, ‘전기용품안전 기준 개정(국표원)’ 등 총 5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4개 국

제기 국가

대응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Ⅲ-18]은 신규 STC를 기술규제 제‧개정 상태로 구분한 그래프이다. 2021년 신규 STC는 제‧

[표 Ⅲ-5]와 같이 2021년에 우리나라는 ‘포장재 재활용 폐기물 분류 규정(환경부)’, ‘선박평형수 처

구분

신규로 제기된 STC 통계를 통해 최근 WTO TBT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협의하고자 하는 TBT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미국

11

32

54

TBT 대응 현황

EU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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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021년(27년) 신규 STC 경제 수준별 제기 현황

그림 Ⅲ-19

(단위: 건수)

60

8
12
26

50
40
30

10

6

3
1
9

3
2

3
3
7

1
1
13

3
3
9

2
2
10

4
8

14
9
14 10
12
9

4
9
14

5
8
9

437

불필요한 무역 장벽

391

투명성

323

기타 이슈(자유로운 내용)

13
9
13

374

국제 표준

274

논리적 근거, 정당성

차별

202

적응할 시간, 합리적 간격

비 제품 관련 프로세스 및 절차

특별 대우 및 차별적 대우

기술 지원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20
21

0

4

2
1
8

7
6
16

7
14
20 19
8
7

추가 정보, 명확화

선진국 회원

개도국 회원

최빈개도국 회원

(단위: 건수)

8

0

24

43

50

100

25

257

186

22

150

200

7

13

250

제기된 횟수

[그림 Ⅲ-20]과 같이 27년간(1995~2021년) 신규 STC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가정보 요청 및

규제 내용 명확화’와 관련된 STC가 4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 417건, ‘투명성’

350

400

450

500

2021

목적별 동향

[그림 Ⅲ-21]과 같이 27년간(1995~2021년) 신규 STC를 목적별로 살펴보면, ‘인간의 건강과 안

390건, ‘기타 현안’ 361건 순으로 논의되었다.

전보호’와 관련된 STC가 3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가 33건, ‘불필요한 무역장벽’ 26건 등이었다.

16건 등의 순으로 제기되었다.

2021년 제기된 신규 STC 중 회원국들이 제기한 유형으로는 ‘기타 현안’이 38건, ‘추가 정보, 명확

300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1995-2020

유형별 동향

38

16

26

33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20

1
2
17

2
5 5
7 20
12

4
12
16

8
10
25

12
23
12

1995~2021년(27년) 신규 STC의 유형별 현황

TBT 대응 현황

48
3
21 13
12
24

70

그림 Ⅲ-20

2021년에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보호’ 29건, ‘환경보호’ 28건, ‘기만적인 관행 방지 및 소비자보호’

TBT 메가트렌드 동향

11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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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

1995~2021년(27년) 신규 STC 목적별 현황

환경 보호

기만적인 관행 방지 및 소비자 보호

127

소비자 정보, 라벨링

171

16

125

기타

110

미지정

품질 요구사항

55

93

27 2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11

6

29

28

38 화학 제품

10

0

1

10

94 가구

19 2

50

84 기계 장치

100

33 에센셜 오일

85 전기 기계

20 3

국가 안보 요구사항

2021년 신규 STC 분야별 현황

150

200

250

명시된 횟수

1995-2020

300

350

400

2021

39 플라스틱

28 무기화학물

22 음료

87 차량

29 유기화학물

32 유연용ㆍ
염색용 추출물
(extract)

34 비누

90 광학기기

70 유리와
유리제품

95 장난감, 게임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조화

무역 장벽 감소 및 무역 촉진

320

그림 Ⅲ-22

TBT 대응 현황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의 보호

(단위: 건수)

STC 제기 횟수

STC가 제기된 횟수를 통해 회원국이 해당 기술규제에 부여한 중요성이나 현안 해결을 위한 진전

분야별 동향

[그림 Ⅲ-22]와 같이 2021년에 제기된 신규 STC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 장비가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였고 기계 및 기기, 화학 제품이 그뒤를 이었다. 라벨링에 뒤따르는 환경 문제는 2021년
에 제기된 신규 STC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였다.

으며, 25%는 3~5회 제기되었고, 19%만이 5회 이상 제기되었다.
그림 Ⅲ-23

1995~2021년(27년) 제기 STC 빈도별 현황

19%

114

1~2번의 회의

3~5번의 회의

TBT 메가트렌드 동향

25%

56%

(단위: 건수)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림 Ⅲ-23]과 같이 대다수 STC(56%)는 1~2회 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되었

5번 이상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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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4]와 같이 1995년 이래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된 전체 STC 중 25%가 최근 2년

그림 Ⅲ-24

1995년 이래 제기된 전체 STC 중, 최근 2년간 논의된 STC 비중

1995~2021년 통보문과 신규/계속 제기 STC(안건 중복 포함)

(단위: 건수)

4,000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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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0
모든 통보

신규 및 계속 STC

통보 STC 동향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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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500

TBT 대응 현황

간 제기된 것이며, 나머지 75%는 그 외 기간에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5

[그림 III-26]과 같이 1995년 이래 제기된 전체 STC의 66%는 TBT위원회에 통보 조치들과 관련

코로나19

대부분 코로나19가 다양한 규제 시행 및 준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안건이었으며, 규제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그림 Ⅲ-26

1995~2021년 통보 조치와 관련해 논의된 신규 STC

120%
100%
80%

통보문과 STC 간 관계

[그림 Ⅲ-25]와 같이 27년간(1995~2021년) STC 건수와 통보문 건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사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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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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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메가트렌드 동향

게 증감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2019년 이후로는 통보문 증가에 따라 STC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60%

69%

87%

80%

(단위: 건수)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회원국들은 2021년에 제기된 9개의 신규 STC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다양한 언급을 했다.

된 것이다. 2021년 제기된 신규 STC의 61%는 통보 조치들과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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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요소가 정치에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콜럼버스가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

하면서 시작한 무역분쟁은 이제 햇수로 5년째 접어들

개척을 이루고 필요한 물건을 싼값에 수입하여 산업을 번창했던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

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매우 크고 다양

의 후원을 받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해양국가들이 배로 항해하여 식민지

현재 디지털 시대에 국가들은 여러 가지 관계로 - 정치적 동맹, 경제조약, 무역의존도, 문화적 개방

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글로벌 무역동향에 영향을 미

성 등 - 서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데, 15세기 해양국가들이 그랬듯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논의 시작, 디지털 기술의 표준화 경쟁, 지역 내 새로

록 자국에 최대한 유리한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한다. 미국도, 유럽연합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예외

쳤다.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면 디지털 통상의 규범화
운 규범화 논의 등 이제 우리가 매일 읽는 뉴스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2018년 무역분쟁이 시작할 때는 미국과 중국이 관

세를 둘러싼 갈등이 각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화

가 아니다. 바야흐로 신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이번 메가트렌드 총론에서는 각국 정부의 디지털 통상에 대한 일관되고 통합적인 법규범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들 국가가 어떤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무역기술장벽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짚고자 한다.

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그 선도적 입지가 어떻게 될

디지털 통상의 규범화 논의 시작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그리

에 접어들었다. 디지털 경제의 가장 독특한 점은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수익을 올리는 국가와

지털 법규범 제도화가 가장 최근 무역기술장벽의 굵

디지털 산업은 그 기술의 본질적 속성상 국경이 없으며 현재 전 세계에 디지털 서비스 산업에서

것인가, 즉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고 디지털 통상규범의 논의 시작과 각국 및 지역의 디

이러한 전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정학

(Geopolitics)의 부활이다. 지정학의 사전적 정의는

120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는 국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으로 불리는 디지털 기업군이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
고 있다.

이들 선진 디지털 기업의 상당수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에 많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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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동향 변화이다.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논의를 시작으로 디지털 통상규범의 논의는 본격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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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였다.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2019년에는 중국

대외무역(서비스업이건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한 제조업이건)을 매개로 국내 산업이 번창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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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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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고 있다. 이들 디지털 거대기업은 세금만 많이 낼 뿐 아니라 교역상대국의 디지털 통상장벽을
GAFA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친 5개사의 로비 금액은 2018년 기준 6,500만 달러에 달한다1). 글

로벌 디지털 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크고 작은 디지털 서비스 및 인터넷 기업은 미국의 주요 로비 행
위자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다는 기회도 있다.

TBT 대응 현황

완화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 지출과 로비활동을 확대해 왔다.

축 및 싱가포르의 아세안 지역 내 위상을 고려, 이 협정을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급속한 디지털 사회 전환

관세 전쟁으로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산 수입

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은 첫째로 미국기업에 중국시장을 완

지털 무역의 범위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무역협정들은 디지털 상품, 디지털화(化) 상

는 것이다. 결국, 중국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의 압력에 자국 무역·투자·사법제도를 전면적

등 디지털 무역규범을 논의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 역시 지역 무역협정에서 정의되고, 이에 따라 디
품, 전자전송적 방법의 정의와 개념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한국-미국 자유무역 협정(KORUS 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

벽히 개방하고 중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 둘째로는 중국이 미국기술을 정당한 값을 내고 쓰라
으로 손보게 되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법의 전면 개정이다. 2020년 전인대에서 특허법 개정이 통과되었는데, 중국

반자 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국-일본 디지털 무역 협정(UJDTA), 칠

특허법의 취약점이 보완되면서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원고

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KSDPA)이 체결되었다.

서도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이전과는 달리 부분적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2).

레-싱가포르-뉴질랜드 간에 체결된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을 거쳐 2011년 12월 한국-싱가

위의 교역국이자 디지털 발전 정도가 비슷한 수준인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KSDPA는 기존 디지털 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

스, 핀테크,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요소를 포함하여 현재 디지털 규범으로는 가장 발

의 증명할 책임을 경감시키는 등 거의 미국 수준으로 기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디자인에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의 최고 지도층에게 디지털 경제 전환의 필요성을 깊이 각인시켰다. 후발국

가(Follower Country)는 기술학습에 있어서 선발자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갈등을 극
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블루오션인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 선발자가 되자는 것이다.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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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PA는 세계 각국이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적인 가운데, 우리의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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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규범화의 동향 역시 진행 중이다. WTO 협정을 보완하여 디지털, 디지털화, 전자전송

발생전부터 중국은 이미 자국 디지털 시장을 보호하여 디지털 사회 전환을 시작한다.

중국은 검열시스템인 만리장성벽(Great Firewall)을 사용하여 해외 디지털 콘텐츠를 차단했다.

2016년 통과된 <네트워크보안법>은 디지털 주권과 국가의 네트워크 국내 인프라 보호를 정당화

1) Azmeh, S. C. Foster, and J. Echavrri (2020), “International Trade Regime and the Quest for Free Digital Trad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2(3): 671-692.

2) 특허뿐 아니라 기업 비밀에 대해서도 보호의 수준을 대폭 높였다. 공정거래법과 같은 위상인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은 2018년 공정거래에 초점을 두어 1차 개정을 한 뒤 곧 2019년 기업 비밀 보호 방면을 강화하여 수정되었다. 예를 들면 동일 산
업에서 R&D 인력이 이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이 더 엄격하게 처벌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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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은 자연스럽게 타국, 특히 서방국가로부터 ‘격리’되었고

그림 Ⅳ-1

중국 검열시스템 기술의 전세계 수출
TBT 대응 현황

디지털 전환은 그만큼 더욱 빨리 진행되었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인프라개발사업이었던 일대일

로 (Belt and Road Initiative)가 디지털 일대일로로 변환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공지능과 검열·
감시시스템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같이 묶여서 일대일로 참여국가에 도입되고 있다.

즉 디지털 수출이다. 화웨이나 ZTE 같은 통신기업이 일대일로 참여국에 진출해서 초고속 인터넷

위성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인 베이더우(Beidou, 北斗)의 해당국 도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그 후 인터넷, 5G, 인공지능과 베이더우에 기반하여 중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참여국
에 선보이고 디지털 위안을 유통시켜 중국식 디지털 생태계를 해외에 만들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는 이미 국내에서는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보안 분야에서는 만리장성방화벽

(출처: www.freedomhouse.org)

무역분쟁 제2라운드, 디지털 표준전쟁의 시작

피했으나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검열에 활용되면서 그것조차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은 민법 내 디지털 3법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안전법(일명 사이버보안법)>,

<그림 Ⅳ-1>은 중국의 통제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분야와 그 정도를 보여준다. 주

현재 개인정보에 대한 법규범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이

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막고 있다. 예전엔 VPN(Virtual Private Network)으로 어느 정도 검열을
시스템은 현재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 등 36개국에 수출되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사회 전환과정에서 중국의 디지털 규범은 자연스럽게 참여국가의 규범으로 수용될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보안법>을 정비하였다3).

로 디지털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개도국 정부로 수출되었으나 개도국뿐만 아니라 싱가폴, 말레이시

2016년 제정하고 2018년 발효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중국은 디지털 일대일로에 머물지 않고 국제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이 있다.

아, 독일도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감시 기술을 쓰고 있다.

에서 중국의 검열시스템은 확진자 동선 추적 등 널리 활용되어 기술적 우월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Regulation)이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이 신청·가입할 수 있는 지역규범인
GDPR은 개인 식별정보를 폭넓게 인식하여 준수해야 할 범위가 기존 EU 규정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3) <네트워크안전법>은 2017년 6월, <데이터보안법>은 2021년 9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2021년 11월에 각각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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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에 안면인식 기술과 감시카메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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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주면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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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와 5G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 통신업체는 해당국 정부와 인공지능 및 중국의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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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합당한(Reasonable)’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석의 여지가

결국 중국과 서구국가의 핵심적 차이는 국경간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두 국가간

접근방식의 차이는 결국 기업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예를 들면, 미국의 기업은 기업 내외

CBPR에는 현재 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호주, 대만, 필리핀 등 9개국이 가입

Assets Control)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중국에서 미 정부의 방침을 위반한다면 기업은 벌금과 처

내용이며 EU 국민의 개인정보가 역내로 유출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4).

하고 있으며, 이 중 3개국만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의 인증률이 낮은 편이다. CBPR은 인증을 준
비하는 것도, 그 심사를 받는 것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기업의 인증률이 낮은 것은 CBPR의

GDPR의 핵심이 역내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라면 CBPR의 핵심은 정보보호 주관 행정기관 감독

과 이를 통한 효과적 피해구제라고 할 수 있다. GDPR과 CBP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의 국가간
개인정보 보호로 수용하기에는 이 둘의 제도별 특징이 매우 다르다. 특히 GDPR의 경우 국경간 이전
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기업으로의 이전만
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CBPR보다 높은 요건으로 인해 상호운용이 사실상 힘들다.

벌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수의 국가가 이들의 디지털 규범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 원천기술이 없고 그

기술적 본질에서 초국적인 이들 디지털 서비스 기술의 표준을 주도하기 위하여 현재 미-중의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하다.

미래는 디지털 기술이 주도할 것이 분명한 이 시점에서 결국 누가 기술 패러다임을 선도할 것인지

에 대해 양국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만리장성 방화벽과 검열시스템으로 국내 인터
넷 환경을 거의 인트라넷에 가깝게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DEPA에 가입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DEPA는 특히 디지털 신분 인증, 개인정보 보호, 국경 간 디지털 유통에 관하여 관련 규범을 발전시

켜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자국의 통제와 검열 기반의 디지털 규범을 어떻게 서구의 방식과 연결할 것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하고 정의가 잘 되어 있는 GDPR에서

중국은 2013년부터 자국의 빅데이터 기술표준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국제표준 기술위원회에 참가

인지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한다.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비자와 시민의 사생활과 사적 정보보호를 중시

하였고,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안면인식 데이터 처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 인공지능 기술의 국

주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만약 중국과 중국 인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해외기업은 그 활동이 제한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는 곳은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하는 서양과는 달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안보와 공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디지털

4)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우리나라에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상의 적정성을 결정함에 따라, 기업·기관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5) 그러나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매우 모호하고 지침으로 삼을 사례들이 부족하므로 아직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이 법은 제한이 존재한다는 기본 방침을 명시할 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기업활동이 제한되는지는 규제 당국이 세부 지침을 만들
어야 한다. 관련 부서와 규제 당국이 행정지도지침이 만들기까지는 불명확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126

제표준화에 한창이다.

Standards Organ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2017년 공동으로 만든 합동기술위원회(JTC 1) SC 42인데, 의장국은 미국이고 기
술위원회 산하 각 분과 위원장은 중국,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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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은 모두 제한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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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체결된 USMCA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국제규범으로 CBPR을 포함하는 등 데이

터의 국외이전 기준으로 CBPR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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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로 요약되는 제도적 특성도 없지 않다.

부의 사업과 관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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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만, 기본적으로 GDPR은 기업이 EU 회원국 내의 거래에서 EU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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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에 중국의 우위가 가시화되자 중국기업을 상무부 68개사를 블랙

공급망도 통제하기 위하여 중국의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에 미국 기업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단속
하였다.

우리나라는 협정 참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은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이 부분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새삼 거듭 강조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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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에 올려서 자국의 테크기업이 중국과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인공지능의 필수 부품인 반도체

작업에 참여한다면, 그 끝은 협정문이 아니라 디지털 국제표준화,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시장의 장악이다.

미-중의 현재 기술경쟁의 장은 인공지능 국제표준의 주도권이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

通信研究院, CAICT)은 작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칩 벤치마크 테스트 국제표준을 개발하였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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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계 최초로 딥러닝(심층학습) 소프트웨어 평가 툴의 국제표준을 획득했다.

중국은 2021년 말까지 인공지능에 관한 국내표준을 확정하고 확정과 동시에 이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것을 공표한 바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맺어 중국을 포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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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점차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뒤늦게 디지털 통상 규범화 작업을 논의하기 시작

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과 세계 어디서건 보편적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는 시장을 장악한 사실상 기술표준도 많다. 글로벌 디지털 선두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비미국,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EU와 APEC은 상이한 결과물을 제시하며 다양한 지역무역협정들은 참여국의 이
해관계에 맞게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지정학의 부활을 맞아 우리나라 역시 여러 유관 협정을 맺어나가며 디지털 통상규범 전개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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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일국이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적극적으로 디지털 통상규범화

6) 중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미국과 디지털 표준 주도권 경쟁 예고 (경향신문 2021년 11월 2일자 기사) (https://
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1110219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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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지를 예측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미래 인공지능 발전단계와 사회적 이슈

Rohit Talwar1)의 ‘AI의 미래 혁신 7단계’에 따르면, AI가 가진 주요 기능에 따라 반복적이고 단순한

서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5G·6G,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합산업이 등장했다. 이와 더
불어 모든 사물들이 유·무선으로 연결된 환경은 사이

버보안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특히 산업제조, 자동차,
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주요국의 기술규제 정책동향,

계, 자연환경과도 연결될 수 있는 단계까지, 총 7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표 Ⅳ-1] 미래 AI의 발전 단계
단계

분류

1단계

규칙에
기반을 둔
시스템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인 국제표준 현황, 최근 공포된 EU AI
법안 초안의 주요사항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새

롭게 개발되고 있는 국제표준과 EU AI 규제와의 연계

3단계

맥락 이해와
기억

특정 도메인의
전문지식

주요 기능

•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제작된 사업용 소프트웨어인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
화)부터 가정에서 쓰는 도구, 비행기 자동항해까지 오늘날 AI의 가장 일반적인 발현
형태로 반복적이면서 단순한 저부가가치 업무를 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사
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복잡한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
• 특정 도메인에 대한 일단의 정보를 구축, 데이터 뭉치를 통해 순환 신경망을 학습시
켜 현재의 AI들의 원활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함

• 최고 수준의 인간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까지도 이해하고
처리하게끔 설계함
• 이를 위해 지식 베이스는 업데이트되며, 챗봇, 로봇조언자(roboadvisor) 등이 가능함

• AI가 현실 응용되는 단계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지식을 특정 도메인에서
구축해 보다 구체적인 접근법을 통해 더 면밀히 파악하도록 도와줌(암 진단과 같은
응용프로그램, 알파고 등)

가능성이 있는 국제표준도 예측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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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hit Talwar, Steve Wells, Alexandra Whittington, April Koury, Helen Calle, ‘The 7 stages of the futur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akefly, 201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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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토해 향후 EU 규제안에 조화 표준으로 사용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인공지능 및 시스템의 설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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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의료 등과 같은 안전 필수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로봇 자동화와 같이 규칙에 기반을 둔 시스템부터 인간의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동·식물, 날씨 체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디지털
전환시대
인공지능
TBT 동향 및
시사점

계에서 미리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기술규제는 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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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4단계

추론하는 기계

주요 기능

사회적 이슈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버스 실증(세종시), AI 용광로(포스코), AI 의사(닥

• 믿음, 의도, 지식, 그리고 자신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및 다른 기계들과 함께 추론하고 협상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음

AI에 투영·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1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개발한 AI

• 이 알고리즘들은 ‘정신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신과 타자에게 정신적 상태를
부여함

• 현재 개발 단계로 몇 년 후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함

5단계

특이점
(Singularity)과
초월
(Transcendence)

•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AI의 목표로 빠르면 5년 안에 볼 수 있다는 시각과 결코 이
단계를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함

•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2001 A Space Odyssey)의 우주선 컴퓨터 할
(HAL)에서 텔레비전 시리즈 Humans의 ‘신스(Synths)’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음
• 모든 도메인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의 수행능력을 능가하지만, 어떻게 인간의 지능
을 능가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음
• 등장에 대한 시점을 두고 의견 차이가 엇갈리고 있지만, 향후 기아나 기후변화 같은
현재 세계가 처한 문제를 ASI가 해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스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2018년 6월, MIT미디어랩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이코패스 AI
‘노먼’을 소개하였는데, 연구팀은 노먼이 편향된(잘못된) 데이터가 기계학습(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사용될 때 AI의 위험에 대한 연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증 연구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8년 4월, 유튜브 한 채널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합성된
얼굴과 목소리로 당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을 모욕하는 영상을 유포시켜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ASI는 또한 새로운 과학 분야들을 창조하고 경제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으며, 전적
으로 새로운 양태의 거버넌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ASI가 가능하게 하는 기하급수적 발전경로가 인간 능력의 대대적인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함

유럽연합 AI 법안의 주요 내용

• 또한 인간의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동물·식물, 날씨체계, 자연 환경과
도 연결될 수 있음

유럽연합의 AI 정책 동향

• 이 단계는 지능 증강시대를 열어 인간과 기계를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현재 인
터넷의 미래 계승자와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음

•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을 비롯한 일부 특이점 주창자들은 2045년쯤에는
광범위한 과학 및 테크놀로지 분야들을 가로지르는 기하급수적 진보의 결과로 특
이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범용기술인 AI는 데이터와 결합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회적 관심과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뉴딜(’20.7.)’의 추진에 따라, AI 활용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혁신사례를 선보임과 동시에 AI 확산에 따라 예상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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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5월, ‘신뢰받는 디지털 단일시장의 완성’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2019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인간중심적 AI에 대한 신뢰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집

행위원회는 2021년 4월 21일, AI 규제를 발표하였고, 제안된 AI 규정은 최초의 포괄적이고 조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4 - AI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체계와 대응전략을 중심으로2)」에

2)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4 - AI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체계와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정남철, 계인국, 김재선, 한국
법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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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하고 있음에도 AI 확산 이면에서는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한 사

유럽집행위원회는 2018년 4월, ‘유럽을 위한 AI’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하였고, 산업부문의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7단계

인공초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

• AGI는 인간과 같은 지능을 지닌 체계로 인간이 수행 가능한 대부분의 지적인 업무
를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해하고 학습함

챗봇 ‘이루다’가 성희롱에 이어 동성애와 장애인 혐오 학습까지 논란이 되면서 출시 1달여 만에 서비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6단계

자기인식 시스템
(Self Aware
Systems) /
인공일반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터앤서) 등이다. 하지만 AI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해지면서 인간 사회의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가

TBT 대응 현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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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중장기적 정책기조와 AI에 대한 안전 및 책임문제에 대한 분석의견을

• (디지털 주권 확보 노력) 유럽연합은 디지털 혁신 허브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
터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단일시장의 구축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AI에 의한 차별 방지) AI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고 편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설계와 데이터의 입력
단계에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설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 (AI 안전관련 책임문제에 대한 한계) AI 의사결정의 어떤 단계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불명확하며, 소프트웨어
를 제조물과 분리하여 별개로 보기 어려우며, 소프트웨어를 쉽게 업데이트하거나 조작할 수 있으므로 기존 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전 예방적 조치 필요성) 사전예방적 리스크 관리는 국가 차원의 예방적 조치로서 사전고지, 사전예방적 보상
체계(책임보험), 리스크관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며, 사후책임관리에 관하여, 유
럽연합 제조물 책임지침에 따르면 이용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책임, 제품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는 엄격책임 적용이 가능함

• (AI 규제체계 제언) 유럽연합 AI 백서에서는 단계화된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에서 리스크 기반 규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 규제목적을 보다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유럽연합(EU)이 주요국 중 처음으로 AI에 대한 포괄적·구속력 있는 규제안을 공개한 후로 유럽의

회와 회원국 간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WTO TBT 위원회 논의 등의 향후 절차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12개의 주제, 총 8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AI가 사람의 안전이나 인권에 위협을 가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유럽의 디지털 미래 구상전략’ 의견서에서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

범위 및 정의

2

금지대상 AI 목록

3

고위험 AI 시스템

4

일부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의무

5

혁신 지원 조치

6
7

거버넌스
EU 자립형
고위험
거버넌스
AI 시스템
및 실행 데이터베이스

8
9
10
11
12

유럽 내 사용이 금지된 AI 목록을 제시하며, 위험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i)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위험, (ii)고위험, (iii)낮거나 최소한의 위험을 야기하는 AI, 세 가지
로 구분하고 있음
인간의 건강과 안전 또는 기본권에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특정
규칙 명시하고 있음

(i)인간과 상호 작용하거나, (ii)생체인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정을 감지하거나,
(iii)콘텐츠를 생성 또는 조작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일부 AI 시스템의 조작에 관
한 투명성 의무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규제당국의 규제 샌
드박스를 설정 등에 관한 지원 조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회원국과 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된 유럽 AI이사회(이하 '이사회')를 설립 등 EU 및
회원국 차원의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EU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집행위원회가 운영함)
을 통해 위원회 및 국가 당국의 모니터링 작업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명시
하고 있음

시판 후
모니터링,
정보 공유,
시장 감시

시장 출시 후 AI 관련사고 및 오작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명시함

기밀 유지 및
처벌

위반 시 처벌 등의 모든 당사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규정시행 중에 획득한 정보교
환에 대한 규칙에 대해 명시함

행동 강령
처벌,
권한
위임 및
최종
조항

AI 사용과 관련한 신규 규제의 적용범위를 정의하고 규정에서 전반적으로 사용
하는 용어를 정의함

권한위임 및
위원회절차
최종조항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가 지켜야할 행동 강령을 수립하여 명시하고 있음

위임 행위 및 권한 이행규칙에 대해 명시함
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및 검토에 대한 정기 보고서 작성의 의무, 규제 적용시점
에 과도기 기간을 지정 등에 대한 조항을 안내함

국가 및 국제기준을 확립하는데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가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대
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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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되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규제가 적용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타

1

세부 요약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유럽연합의 AI 법안의 개요

주제명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 디지털 전환에 따른 AI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독이 보
장되고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함

구분

TBT 대응 현황

제시하고 있으며 그 요약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Ⅳ-2] EU AI 규제 주제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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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유럽연합 내에서 AI 시스템을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모든 제공자

AI 시스템의 시장출시, 서비스 도입 및 사용을 다루는 신규 규칙의 주제와 적용범위를 정의하고 규

사용되는 경우로 제3국에 위치한 AI 시스템의 제공자 및 사용자이다. 다만, 군사 목적으로 개발 또는

정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AI 시스템의 정의는 AI와 관련된 기술 및 시장의

적으로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공공 및 민간 운영자를 모두 포괄하는 AI 시스템 제공자 및 사용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의

사용되는 AI 시스템과 법 집행에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EU 혹은 EU 회원국과의 사법공조를 목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실제 적용은 규정 발효일로부터

한 예측은 어렵다.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이 2012년에 제안되어 2018년에 발효된
것을 볼 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I의 제품의 기술개발 속도, 상용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GDPR보다는 보다 빠른 속도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 명시하고 있다.

[규정 상 주요 정의 일부발췌]

1. ‘AI 시스템’(AI 시스템)은 부록 1에 명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술 및 방식을 통해 개발되고 인간이 정한 목적에
따라 콘텐츠, 예측, 제안, 또는 결정과 같은 결과물을 산출하며 상호작용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
웨어를 의미함

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도록 AI와 관련된 위험성 및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요건을 요

4. ‘사용자’는 본인의 권한으로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대행기관 또는 그 밖의 주체를 의
미한다. 다만, 직업 활동과 무관하게 사적인 활동에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로 함

는 동 규제안을 통해 기술개발을 과도하게 제한·방해하거나 AI 솔루션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드는 비

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절충안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는
등은 이를 고민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소규모 제공자’는 집행위원회 권고(Commission Recommendation) 2003/361/ EC61의 범위에 해당하는
초소형기업 또는 소기업을 의미함
(중략)

금지대상 AI 목록에 인간의 기본권 침해 등 EU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AI 시스

1. EU 시장에 배포·사용되는 AI 시스템이 안전하고 기본권 및 EU 가치에 관한 기존 법률을 존중할 것을 보장하기 위함
2. AI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

3. A
 I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본권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기존 법률의 거버넌스 및 효과적인 시행을 강화하기 위함

3) 조항별로 일부 적용일이 상이하며 주제3(고위험 AI 시스템), 주제4(일부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의무), 주제6(거버넌스)은 동
규정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됨. 주제(기밀유지 및 처벌)의 제71조(처벌)는 본 규정 발효일로부터 12개월 후부터 적용
됨. 적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서비스를 개시한 AI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변경 또
는 수정으로 인해 설계 또는 의도된 목적이 크게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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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식을 넘어서는 잠재의식 기술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시
스템 사용금지, 아동, 장애인 등 특정 취약집단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인간의 심리 또는 신체피해를

유발하며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사용금지, 일반인의 사회적 행동, 개인적

성격을 평가, 분류, 점수화하는 시스템 사용금지, 성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조종 또
는 착취 행위가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시스템 사용금지, 법 집행을 목적으로 공공 개방된 공간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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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단일 시장개발을 촉진하고 시장분열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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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안의 4가지 핵심 취지를 법안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U

2. ‘제공자’는 자신의 명의나 상표로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AI 시스템의 시장 출시 또는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전
적 보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대행기관 또는 그 밖의 주체를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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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후부터 적용(조항별로 일부 상이3))되나, 아직 관보에 언제 게재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정확

신속한 개발을 고려하여 기술 중립성 및 미래경쟁력을 가능한 한 수준에서 정했음을 언급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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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위치 무관), EU 내에 위치하는 AI 시스템의 사용자, AI 시스템이 생성한 결과물이 EU 내에서

유럽연합의 AI 법안의 주요 내용

202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시간’ 원격 생체정보 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단, 실종아동 수색, 범죄 잠재 피해

△인간의 행동, 의견, 결정을 조작하는 알고리즘 사용금지 △공공장소 내 얼굴, 생체인식 감시 무분별 사용금지 △
개인, 조직의 취약점 평가 금지 △소셜미디어 내에서 정보조작 등 고위험 AI의 사용금지

(c)사법당국이 제52(3)조에 언급된 딥페이크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법 집행 지원

고용, 근로자
관리 및 자영업
계약관계
평가 지원

이주, 망명 및
국경관리 지원

(a) 자연인의 ‘실시간' 및 '사후' 원격 생체인식 식별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b) 관할 공공기관이 회원국 영토에 입국하려 하거나 이미 입국한 자연인이 제기하는 안보, 불법
이주, 보건 위험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c) 관할 공공기관이 자연인의 여행 서류 및 보완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보안 기능 확인을 통
해 위변조 문서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d) 관할 공공기관이 망명, 비자,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자연인의 적격성과 관련해 해당 신청서를
심사하고 관련 불만사항을 조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a) 도로교통의 관리·운영 및 물, 가스, 난방, 전기공급의 안전요소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a) 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거나 자연인을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는 AI 시스템
(b) 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의 학생을 평가하고 교육기관 입학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참가
자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AI 시스템

(a) 자연인 채용이나 선발, 특히 결원 광고, 지원서 심사 또는 필터링, 면접이나 시험 과정의 후보
자 평가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b) 승진 및 업무 관련 계약관계의 종료, 업무 할당, 이러한 관계에서 평가 대상자의 실적 및 행동
평가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a) 공공기관이 또는 공공기관을 대신해 공적 지원혜택 및 서비스에 대한 자연인의 적격성을 평
가하고 그 같은 혜택 및 서비스를 부여, 축소, 취소 또는 회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b) 소규모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AI 시스템을 제외하고, 자연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거
나 신용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c) 소방관 및 의료지원을 비롯해 응급처치 서비스를 파견하거나 파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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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지원

(a) 사법당국이 사실과 관련 법률을 조사·해석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AI 시스템

이러한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되게 되면, 해당 시스템은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품질관리시스

템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술문서 요구사항, 적합성평가, 마킹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만족해

야 한다. 즉,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 규정 제9조(위험관리시스템)에 따라 <위험관리시
스템4)>을 구축, 구현, 문서화, 유지관리 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고위험 AI 시스템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위험예측 및 분석, 남용되었을 경우 위험 평가 등 지속적, 반복적인 프로세스로 구성하고
정기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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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민간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 지원

명시된 고위험 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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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a) 관할 공공기관이 거짓말탐지기 및 이와 유사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연인의 정서적 상태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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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인프라의
관리·운영지원

(e) 사법당국이 지침 (EU) 2016/680의 제3(4)조에 언급된 자연인의 프로파일링에 기초해 실
제 또는 잠재적 형사범죄의 발생 또는 재발을 예측하거나 자연인 또는 집단의 특성이나 과거
의 범죄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g) 사법당국이 데이터에서 알려지지 않은 패턴을 식별하거나 숨겨진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다
양한 데이터소스 또는 데이터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잡한 대규모의 관련/비관련 데이터
세트를 검색하도록 해줌으로써 자연인 관련 범죄 분석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AI 시스템이 이에 해당되며 <표 Ⅳ-3>의 8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일반인 생체인식
식별 지원

(d)사법당국이 형사범죄의 조사 또는 기소 과정에서 증거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AI 시
스템

(f) 사법당국이 형사범죄의 적발, 조사 또는 기소 과정에서 지침 (EU) 2016/680에 언급된 자연
인 프로파일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AI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고위험 AI 시스템의 정의는 인간의 기본권 침해 등 EU의 가치에 위배되

고위험 AI 분류

(a) 자연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할 위험성 또는 잠재적 형사범죄 피해자의 위험을 평가하
기 위해 사법당국이 자연인의 개별 위험 평가에 사용하는 AI 시스템
(b) 사법당국이 거짓말탐지기 및 이와 유사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연인의 정서적 상태를 감지
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금지 AI 요약]

[표 Ⅳ-3] 고위험 AI 시스템

명시된 고위험 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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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색, 테러방지 등 제외).

고위험 AI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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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업들은 개발된 제품, 시스템이 규칙을 만족하는지 1차적으로 자체평가를 해야 하며,

EU 집행위원회가 EU 전역의 공용 데이터베이스에 <고위험 AI 애플리케이션 등록 시스템>을 구

축·운영하는 주최가 되고, 각각의 AI시스템 제공자는 고위험 AI 시스템 요구사항에서도 언급한 것과

를 유지해야 하며, 최신상태라 함은 ‘국내 관할당국 및 지정단체가 AI 시스템의 해당 요구사항 준수

기본권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오작동에 대해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EU 회원국 관할 당국에 이

해야 한다. 고위험 AI 시스템 기술문서는 해당 시스템을 출시하거나 이용하기 전 작성하며 최신 상태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위험군 AI 시스템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준수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고위험

같이, 해당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업데이트)해야 한다. 혹여 심각한 사고 또는
를 알리고 AI 시스템을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철회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에 대해 해당 관할당국은 사고 또는 오작동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

한 메타 데이터와 함께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전 AI 시장을 포괄적으로

따라, 규칙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라벨링(CE 마크)도 해야 한다.

터 5년 후 평가 및 검토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관리된다.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EU 관보상 조화표준 혹은 공통규격을 적용하고 이를 입증할 경

분석하여 해당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AI 프레임워크의 적용일로부

우, △내부 통제에 기반으로 한 적합성평가 절차(부속서 6), 혹은 △인증기관이 참여한 품질관리시

유럽연합의 AI 규제 초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

다. 시점은 고위험 AI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 도입 전에 관련 적합성평가 절차 거쳐야 하

하는 의견이었으나, 일각에서는 중복·상충되는 의무 및 과잉규제를 피해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

지 않았거나 일부분만 적용한 경우, 또는 조화표준이 존재하지 않고 제41조에 언급된 공통 규격도 사

의 이해관계자들은 AI에 대해 좁고 명확하며 정확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고 ‘위험’, ‘고위험’, ‘저위험’,

스템의 평가 및 기술문서의 평가에 기반으로 한 적합성평가 절차(부속서 7)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

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부속서 7에 명시된 적합성평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적합성평가 인증서
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모든 사항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감독하고 모니터링 한다. 법안의 운영과 감독체계

가 운영하는 공용 데이터베이스이며 EU 회원국 관할 당국,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고위험 AI

났다. 주로 기술 중립적이고 비례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고, 대부분
‘원격 생체인식’ 및 ‘유해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모

든 AI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위험기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더 나은 선택이

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EU에서 검토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AI 촉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일부 이해관계자, 특히 기업협회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TBT 메가트렌드 동향

는 그 간의 일반적인 체계과 큰 차별점이 없으며 단순 명료하다고 볼 수 있다. 핵심적 툴은 EU 집행위

종합적으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동 규제안의 필요성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적인 합의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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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당 시스템을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단, 공급자가 EU 관보의 조화 표준을 적용하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AI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 도입 전에 관련 적합성평가 절차 거쳐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끝으로 규정 (EC) 765/2008의 제30조에 명시된 일반 원칙에

TBT 대응 현황

위험도가 높아질 때 즉각적으로 AI 운영체제를 차단할 수 있는 일명 ‘킬 스위치’(kill switch)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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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혁신적인 AI 시스템의 시장 출시나 서비스 전, 제한된 시간 동안 개발, 테스트 및 검증을 지원하
는 통제된 환경을 제공함(규제 샌드박스는 사전 관할당국에 승인된 테스트 계획에 한해 적용)
* (소규모 기업지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AI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소규모 기업을 고려한 (기업규모에 비례하는) 방식의 적합성 검사 수수료 산정 등을 추진함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1. Microsoft는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EU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AI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을
발전시킨다는데 동의하고 지지함
3. 다양한 AI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나타내는 조합들을 지지함

4. 많은 AI 시스템들은 개인이나 사회에 위험이 적거나 전혀 없음을 강조함(예: 창고에 물품 보관을 최적화하거나
입력 오류를 수정하는 AI 시스템)

1. EU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유지하려면 가벼운 규제와 부문별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함

2. 자
 동차 부문은 이미 엄격한 사전 적합성 관리(형식승인) 및 사후(CoP, 시장감시, 서비스 중 규정준수 등)의 적용
을 받고 있으므로, 제조 부문 별 법률에 새로운 잠재적 AI 요구사항을 통합할 것을 제안함
3. 고
 위험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므로, 중간 위험 AI가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등 과도하게 규제되지 않도록 해
야 함을 강조함

4. 기존 형식승인 담당기관의 권한을 차량 내 AI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하여 부문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함

유럽연합의 AI 법안과 최신 국제표준, 단체표준과의 연계

유럽집행위원회는 2018년 4월, ‘유럽을 위한 AI’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하였고, 산업부문의

5.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또는 필수규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위험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규제
를 포함한 다양한 완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디지털 전환정책을 촉진시키고 있다.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국제표준과 EU AI 규제와의 연계성을 검

[유럽가전협회(APPLiA)]

활용할 수 있다.

1. APPLiA는 인공 지능의 개념이 아직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음. 서로 완전히 다른 AI의 정의를 내리므로 향후 문제
소지 있음

토해 향후 EU 규제안에 조화 표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표준들도 예측하는데 참고 자료로

2. ‘높음’, ‘낮음’ 위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함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3. A
 PPLiA는 옵션 ‘0’, 기본 시나리오 또는 옵션 ‘1’ 소프트 법률, 자발적 접근방식을 당분간 초기 방법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함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2. AI 규제에 대한 점진적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하려는 위원회의 제안을 환영함

[유럽 자동차 제조사협회(A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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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혁신의 장애물,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AI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준
수비용(compliance cost) 경감 등을 지원하길 원하고 있음

4. 공공 공간의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에 대한 경계 모호함
[화웨이 벨기에법인(Huawei)]

1.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에만 초점을 맞춘 순진한 접근방식은 AI의 위험평가에 대한 무의식적인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2. 일반 기술대신, 시나리오에 따라 AI의 위험평가를 하는 접근방식을 제안함

3. 법적 명확성과 확실성을 보장하려면 고위험 AI에 대해 더 나은 정의가 필요함 강조함

4. 적합성평가를 위한 고위험 시나리오의 정의는 명확해야 하며 업계 주도의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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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증은 국제적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공통 표준을 기반으로 해야함을 강조함

6. 라벨링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인증, 제3자 검사, 벤치마킹 및 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방식을 고려해
야 함을 언급함

7. 민간표준 조직과 협력하여 AI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글로벌 표준 및 사양으로 더 체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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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EU AI 규제와 국제표준/단체표준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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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근본적으로는 변해가는 규제 환경에 맞추어 기업의 규제대응력 강화 필요가 있으며, EU AI

시사점

권을 보호하면서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발표된 인공지능 법안의 절충안이 11월 말에 공개된 것은 진행 속도가 빠름을 반증하고
있다.

터링하면서 우리 AI 기업들이 동 규제에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

술, 표준, 규제 선도 국가들 사이에서 국내 AI 기술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마련 방향에 대한 고

TBT 대응 현황

향후 EU의 규제안 발표로 인해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 기본

법안이 AI 규제의 국제적인 대표 기준으로 정립될 수 있어 EU의 세부 규제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

찰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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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향후 고위험 AI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논쟁 예상된다. ‘금

지된 AI’에 대한 논란은 적은편이나, 고위험 AI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여 AI 기술개발, 혁신을 저해

한다는 논쟁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는 하나, 규제 범위가 넓어 글로벌 기업 및 협회들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서, AI와 관련한 신뢰성, 안전성 관련 국제표준 개발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 ISO/IEC TR

24028:2020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개요 등의 국제표준을 통해 향후 AI 규제 도입 시, AI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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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필수 평가 요소인 유효성, 회복력, 신뢰도, 정확성, 안전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

는 기본적 개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ISO/IEC TR 24029:2021 네트워크의 견고성 평가에
대한 개요를 통해 AI 규제 도입 시, AI 시스템이 활용하는 네트워크의 견고성 평가를 위한 기본 개념
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AI 법안에는 실제 적용될 조화표준 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

세부 이행표준 모니터링 및 합의 과정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EU의 AI에 대한 가치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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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기본적인 법률 프레임으로, 법률 실행을 위한 관보 내 조화표준 설정, 타 법률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논의 여지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실제 적용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이
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과정,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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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회원국별 에너지효율 TBT 통보 현황
미국

6 6 24 6 1

에콰도르

2 11 5 8 8

중국

7 8 2 1 12

멕시코

2 14 5 6

이집트

71368

우크라이나

13 3 4 4

칠레

8 12 2 1

파나마

53626

대만

10 3 2 4

브라질

17

유럽연합

619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인도네시아

에너지효율 규제발표 주요 국가 현황 통계

에너지효율 규제는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EU에

서 2012년에 에너지효율 지침을 제정, 2018년에 개
정된 이후 전 세계 국가별로 관련 규제를 제‧개정하여
도입한 이후 대상품목을 확대하였다1).

페루

21526

11443

2115

9

2017

2018
2019

2020
2021

최근 5년간 에너지효율 관련 TBT 통보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에콰도르 등 56개국에서 678건의

통보문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Ⅳ-2]는 5년간 많은 통보문을 배포한 상위 16개 국가를

제시한 것이다. 통계는 Know TBT 상에 등록된 TBT 통보문 중 규정 내용에 ‘에너지효율’에 관한 사
된 수치를 적용하였다. 에너지효율 관련 통보문을 배포한 국가는 미국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

1) DIRECTIVE (EU) 201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2/27/EU on energ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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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에너지효율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및
사례

36 11 31 64 98

TBT 대응 현황

3.

그림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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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에콰도르,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에서 통보문을 많이 배포하여 규제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통보된 TBT 품목으로 [그림 Ⅳ-3]과 같이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기기 품목이 가장 많

이 배포되어 해당 품목의 규제확대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기기, LED 조명 등의 광응용기
기 순으로 신설‧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2

에너지효율 관련 품목별 TBT 통보 현황

멕시코는 2021년도에 개정 최종안으로 증발 및 응축장치(MEX/375/Add.2. 2021년 4월 21일

시행) 규제를, 실외용 LED 조명제품의 에너지효율규제 시행(MEX/444/Add.1, Add.2. 2021년 6월
1일 시행)을 발표하였다.
32
25
19
6
13

31
14
20
12
13

66

가전기기

델에 대한 최고 및 최저 에너지 비용과 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비교 가능성 범위가 해당된다. 휴대용

전기기기 광응용기기

최종안 외에 멕시코는 물을 취급하는 심정 수중펌프 및 삼상 수중모터로 구성된 심정용 신규 수중

26
13
5
1
8

기계

2017

모터펌프의 규제 최초안(MEX/485)을, 정격 출력이 0.180~2.238 kW인 공랭식 삼상 교류 농형 유

11
13
3
9
9

7
3
5
4
6

9
1
3
5

냉동공조기기 가스기기

2018

2019

건설

2020

2
1
2
2

자동차

2021

도 모터 규제 개정안(MEX/486)을 발표하여 에너지효율규제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
4
2
1

정보디지털

견을 수렴‧실시하였다.

1
1
1

중국은 담수용 및 석유 화학용 원심펌프(CHN/1559), 전기선풍기(CHN/1578), 서버

농기계

(CHN/1582), AC접촉기(CHN/1629), 일반 조명 서비스용 형광등(CHN/1630) 및 수중 모터펌프
(CHN/1647)의 에너지효율 규제를 확대하기 위해 초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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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예상 연간 에너지 비용, 제품 에너지 소비 및 효율 등급, 유사 모
에어컨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다.

85
57

지라벨링 규정의 적용 대상에 휴대용 에어컨을 추가하고, 중앙 에어컨의 라벨링 개정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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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미국은 2020년 4월에 USA/1600를 최초 배포한 이후 2021년도에 Add. 1 및 Rev.1 배포로 에너

TBT 대응 현황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 확대

대만은 이중 캡 LED 조명제품의 최초 발표(TPKM/403) 후 개정안(TPKM/403/Add.1)을 통해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대만표준검험국 검사 대상 목록 추가를 발표하였다. 광응용기기뿐만

율 규제 대상품목 확대, 라벨 규정 및 시험조건 개정을 통한 최종안 발표 등 2가지로 분류된다.

에너지효율규제 대상 품목 확대 및 2023년 1월 1일에 시행을 위해 초안을 발표하였다.

배포된 TBT 유형을 2021년도 통보문 중 배포 비중이 높은 국가 중심으로 제시하면 크게 에너지효

아니라 공기청정기(TPKM/451), 마이크로웨이브 오븐(TPKM/456) 및 워터펌프(TPKM/462)의
칠레는 전자레인지(CHL/526)에 대한 초안 발표 후 최종안(CHL/526/Add.1)을 통해 2021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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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일자로 시행 발표하였다. 칠레 에너지부는 경량, 중형 및 대형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기준 제정
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트한 규정을 발표(CHL/571)하였다.

TBT 대응 현황

을 의무화한 에너지효율에 관한 법률 제21305호 고시(CHL/574)를 통해 차량 에너지효율 규제 시

칠레는 광응용기기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등의 라벨 규정을 (EU)2019/20153) 규정에 근거하여 업데

주요 시사점

라벨 규정 및 시험조건 개정

미국은 2020년 6월에 USA/1625를 최초 배포한 이후 2021년도에 Add. 1을 발표하여 룸에어컨의

환경조건을 실제 사용환경과 유사한 온도조건 반영 등이 수정되었다. 동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

준을 근거로 일부 규정을 변경한 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외에는 펌프, 모터 등 기
계류에 대해 에너지효율 규제를 적용 및 품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시험조건을 수정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가변속도 룸에어컨의 에너지효율 측정

2021년도에는 WTO 회원국은 가전기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EU 규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

터 시행되며, 변경된 시험조건은 9월 27일자로 적용되었다.

에너지효율규제 발표로 인한 국내기업 애로 및 대응 사례

사우디아라비아는 전기의류건조기(SAU/1173), 온수기(SAU/1174), 세탁기(SAU/1175)에 대한 에

에너지효율 규제발표로 인한 국내기업 애로 발생

있는 시험표준을 최신 버전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너지효율기준 개정안 발표로 라벨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제품에 부착할 라벨을 포장안에 포함하도록

하며,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라벨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 소매업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변경하였다. 이는 2021년 8월 20일에 관보에 고시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각국에서 에너지효율 규제를 발표한 이후 국내기업의 수출 대응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 국가

기술표준원 또는 협‧단체에 제기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까지 접수된 에너지효율 규제 중 약 24개국의 규정과 관련

가전기기 및 가스기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SAU/1188, SAU/1189, SAU/1190을 통해 LED 조명

된 수출 애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케냐 등 아프리카, 에콰도

중국은 데스크탑(일체형 포함) 및 휴대용이 해당되는 마이크로컴퓨터(CHN/1586)의 적용 대상 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의 에너지효율, 기능 및 라벨링 요구사항 관련 표준2)의 수정안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다.

르 등 중남미 국가에서 발표한 건조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3)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2015 of 11 March 2019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3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nergy labelling of light sources and repealing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874/2012

2) SASO 2870:2018/AMD1:2021, SASO 2902:2018/AMD1:2021, SASO 2927:2019/AMD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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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우리 수출기업이 겪은 에너지효율 관련 애로 발생 국가 및 품목
북미(1)

아시아(5)
중동(5)
아프리카(5)

바레인

캐나다(TV)

필리핀(냉장고, 에어컨, 조명제품, TV), 베트남(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선풍기, 온수기,
전기밥솥, LED등, TV), 말레이시아(가정용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조명, TV),
인도(TV), 터키(서비스용 광원)

칠레

사우디아라비아(건조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아랍에미레이트(세탁기, 식기세척기,
상업용 에어컨, TV), 쿠웨이트(에어컨), 카타르(냉장고, 세탁기), 오만(세탁기, 에어컨)

케냐(에어컨), 이집트(진공청소기, 전기오븐), 짐바브웨(냉장고, TV), 르완다(냉장고, 에어컨),
베넹(냉장고, 에어컨)
에콰도르(건조기, 가정용 냉장고/냉동고), 칠레(세탁기, 건조기), 코스타리카(냉장고/냉동고),
페루(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콜롬비아(가스기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파나마(에어컨)

기업이 제기한 애로 및 요청사항은 국제표준보다 과도한 규제에 대한 기준 완화 개선, 불투명한 규

제에 대한 기준 명확화, 급박한 시행일에 대한 시행유예, 그리고 불충분한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오만

집바브웨

상업용
에어컨
(‘20~)
세탁기
(‘19~)

세탁기,
건조기
사후관리
(‘20~)
세탁기,
냉장기기
(‘20~)

가전기기
(‘20~)

이 해당되었다. 에너지효율 규제에 대해 제기한 기업애로는 대부분 상대국과의 협의가 코로나19로

[표 Ⅳ-6] 에너지효율규제 관련 수출 애로와 대응 조치현황
국가

에어컨
(‘20~)

기업 애로

과도한 인증신청업체 제공 정보
제공으로 제조사 고유기술 유출
우려

주요국 대비 짧은 인증 유효기간
및 연단위 인증갱신으로 인증
비용 및 업무 부담 가중

요청사항

7.2항(에어컨 설정 정보 요구사
항) 제외 요청
제품변경사항 없을 시 인증기간
연장 또는 갱신 시 최초 성적서 인
정 요청

터키

EU

조치 경과
일부사항 반영
개정안 공표,
지속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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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험기관 부족 및 제품별
인증취득절차 불명확

명확한 정보 제공 요청

검토중
(미해소)

국제기준에 비해 규제과도

EU 수준으로 규제개선 요청

국제기준에 비해 라벨에 표시되는
에너지, 물소비량 허용오차의 과도
현지 시험소의 상이한 제품인증
요구로 취득 불가

세탁기 물온도 규정 불명확
제조사 명시 공급 물온도 미허용
사후관리 조항 불명확
에너지산출계산식 불명확
에너지효율라벨의 규제 과도

시험온도조건, 방법 등 모호한 규정
품목 세부기준, 평가절차 등 정보
누락

인덕션레인지의 국제표준 부합화
필요

말레
이시아

가전기기
(‘20~)

서비스용
광원
(‘18~)
가전제품
(‘19~)
세탁기
물효율
(‘21~)

세부법안 전무

불명확한 법규로 개선기간
부족으로 대응 애로

서비스용 광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제품 수출 애로
서비스용 광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제품 수출 애로
매년 인증갱신 시 QR코드
변경으로 에너지라벨 재부착

시험법 제정 시 TBT 미통보로
의견 제출 ×
세탁기 타입 구분없이 동일
물효율기준 적용

EU수준으로 규제개선 요청

현행방식에 대한 정확한 답변 및
명확한 근거 요청
상세한 물온도 조건 요청
제조사 명시 물온도 시험허용
사후관리조항 명확화
산출식 명확화
라벨 변경사항 확인 요청
관련 규정 명확화

규정 관련 세부 정보 및 6개월
시행유예 요청
국제표준 부합화 요청

규제대응 유예기간 요청
(6개월)

명문화된 규제법안 입수요청
시행연기 불가 시, 규제이행
준수를 위한 대안 요청

시행(‘21.9.1)전에 EU 유통 중인
단종 가전제품의 광원에 대한
예외조항 추가 요청
시행(‘21.9.1)전에 EU 유통 중인
단종 가전제품의 광원에 대한
예외조항 추가 요청

국제 추세에 따라 동일 모델 제품
은 QR코드 변경 없이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 정보만 갱신 요청
TBT 통보 요청

일반/드럽 세탁기 등 타입별
상이한 물효율기준 마련 요청

개선검토
(미해소)
답변없음
(미해소)

답변없음
(미해소)

개선검토
(모니터링)

최종규정
발표,
단종제품
예외조항
확인×
(일부해소)

미해소
매년갱신
필요없음
일부해소

TBT 메가트렌드 동향

사우디

규제대상
품목

조치 경과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사례에 대한 대응경과 조치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요청사항

터키가 도입한 EU에코디자인
규제의 자원효율 요건 대응 애로

기존에 비해 장시간 소요되어 우리측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어, 현재까지도 지

속 모니터링 및 대응 진행 중에 있다. [표 Ⅳ-6]은 앞서 언급된 기업 제시사항 중 2021년도에 대응된

기업 애로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중남미(6)

벨라루스(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러시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EU(가정용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규제대상
품목

TBT 대응 현황

유럽(3)

국가

서면회신
물효율기준
시행미확정
(미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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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품목

인도

UHD TV
(‘21~)

베냉

기업 애로
강제인증시행일자 불명확
과도한 대기전력요건으로 대응
애로
튜너 관련 규정 누락으로 대상 모호

에너지효율, 등급시험 진행 및
에너지
라벨링, 에너지문서 작성 등의
라벨링규제
규제대응기간 필요
(‘21~)
지정시험기관 정보 부족

조치 경과

애로 해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TBT 통보문 배포 요청
국제기준에 따른 완화 요청
규제대상여부 확인 및 규제적용
제외 검토 요청

규제개선
(해소)

증기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설명회 개최로 기업애로 또는 문의사항 등을 협의하는 방식을 병행하

TBT 통보문 배포 및 규제
시행 유예요청

회신없음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규제발표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요청사항

두 번째로 정부 주도로 규제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정부간 양자회의 및 정부, 기업, 시험인

고 있다. 이 방식은 정부간 채널에서 대응되지 못하는 안건 또는 일반적인 정보 습득이 필요한 경우

TBT 대응 현황

국가

개도국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하다.

답변 이후 대응조치가 없거나, 규제당국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미해소된 상황으로 지속적인 규
제 모니터링과 함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1년도에 국가기술표준원에 접수된 에너지효율 규제대응 세부사례는 ‘KNOW TBT’ 내 종합 자

료실 중 「국가별 대응사례」 또는 동 보고서 내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를 참고하면 된다.

통해 정부가 선제 대응하고, 후속 대응을 위해 해당국 규제당국 협력이 원활한 경우에 한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협단체가 공식 서한을 송부하여 협의 진행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이후 기존에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한 국가는 품목을 확대하고, 개도국은 새로이 규제

도입과 함께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해 가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
는 상황이다.

제기된 기업애로에 대한 민‧관 차원의 지원활동은 유형별로 보면 정부 대응, 해당국 규제당국과의

규제 네트워크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정기 행사 개최를 통해 안건을 협의해 나가는 민‧관 공동 대응,

여 앞으로도 정부 및 민간과 해외 규제당국과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기업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정부, 기업 그리고 TBT 대응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세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적절한 방식을 활용하

에너지효율 규제 관련 대응조치·지원활동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현재까지 규제 개선되거나 일부 해소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애로가 개선 검토하겠다는

세 번째로 회원사 보유 협회가 중심이 되어 협의 진행하는 민간 대응은 1차적으로 TBT 위원회를

그리고 회원사 보유 협회가 중심이 되어 협의 진행하는 민간 대응 등 세 개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TBT 위원회 또는 정부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업 건의 사항을 협의
TBT 메가트렌드 동향

하는 방식이다. 정부 대응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TBT 위원회에 STC 제기 또는 사전에 해당국 TBT

질의처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하여 답변받은 방식이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TBT 위원회
불참 또는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 현지 당국의 업무 지연으로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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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으며, 4건 이하는 약 23개국 총 61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

코로나19 관련 TBT/SPS 통계

WTO에서 제공하는 ‘WTO members’ notifications

on COVID-19 ’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세계 각
1)

국이 코로나19에 관해 WTO에 제출한 모든 통보문

455건 중 약 71%인 326건2)이 TBT 및 SPS 통보문
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TBT 통보문이 204건,

SPS 관련 통보문은 122건으로 이중 9건은 TBT와
에서 2020년 12월 발간된 <표준, 규제 및 코로나

19>3) 보고서에 명시된 TBT 및 SPS 관련 총 171건

대비 TBT는 106건에서 204건으로 98건이 증가하
였으며, SPS는 65건에서 122건으로 57건이 증가되
어 총 146건이 추가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필리핀

17 17

쿠웨이트

15 1 16

대만

4 12 16

EU연합

7 8 15

태국

11 11

페루

7 3 10

8 1 9

영국

5 2 7

인도네시아

3 4 7

캐나다
케냐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기타(스위스 등)

6 1 7
6 6
6 6

5 2 7

6 6

5 5
5 5

3 2 5
4 1 5

TBT

SPS

TBT 메가트렌드 동향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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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 18

칠레

대한민국

1)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covid19_e/
notifications_e.htm
2) TBT 및 SPS 로 제출된 통보건(9건)은 별도의 문서로 간주
3) Standards, regulations and COVID-19 — what actions
taken by WTO members?https://www.wto.org/english/
tratop_e/covid19_e/standards_report_e.pdf

6 15 21

미국

아르헨티나

63 3 66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SPS에 모두 해당되는 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WTO

회원국별 코로나19 관련 TBT/SPS 통보 현황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심층분석 및
사례

통보 국가 중 5건 이상 통보한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브라질이 66건(TBT 63건, SPS 3건)으로

TBT 대응 현황

4.

코로나19 관련 WTO 통보문 현황

33 2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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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경우 2021년 이후에도 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개인보호장비(PPE)에 대한 승인 요구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된 국가기술표준원의 대응활

의 의무인증 중단에 관한 조치 등을 통보 및 시행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GMP 인증 갱신에 대한 추가

동으로 일부 애로가 해소되었지만 일부 제품의 인증 개시시기 연장 또는 제조시설 공장심사 지연으

경우 해외 의약품 수입업체에 대한 원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해 제조시설이 수출대상국이 아닌 우리나라 또는 제3국에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공장심사 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간소화한 절차를 통해 갱신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이외에도 일회용품(면봉, 스트로우 등) 사용제한 기간 연장(영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의 승인

개 시점이 불분명하여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 시행일 이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인도는 2020년 이후부터 아세톤, 아크릴로아니트릴, 말레산무수물 등 약 11개 화학물질에 대한

인도 표준청(BIS) 인증 의무화를 발표 및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이외에도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안
전유리, 화학섬유제품,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의무인증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시험·인증 대응사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시작된 2020년의 경우 중국, 브라질 등 5개국은 신규제품에 대

증의 경우 해외 공인시험소 또는 제조사 성적서를 인증서로 갈음하거나 임시통관 허용, 정상적인 인
증업무 재개시점 또는 신규인증 소요기간까지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증갱신과 관련해서도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정상적인 인증업무 재개시점 또는 인증갱신 소요기간까
지 유효하도록 협의가 진행되어 긍정적 성과를 거둔바 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도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간 이동이 어려워지자 인도 표준청
(BIS)의 인도 외 국가에 위치한 제조시설의 공장심사도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는 에어컨 완제

품 및 에어컨 부품으로 사용되는 컴프레서, 열교환기, 그리고 냉장고 제품에 대한 인증 의무화 일정

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에어컨 완제품 및 에어컨 부품의 경우 지난 2019년도부터 인도 현지 지정
시험소가 부재 또는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시행일정이 연기가 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공장심사 불가
로 인한 인증 진행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한 제조사 성적서 한시적 인정,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일부 해소하였으며, 신규인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면제 또는 간소화(영국 등) 등 다양한 기술규제 조치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 인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도 존재하였다. 더욱이 제품인증을 받기 위

TBT 대응 현황

을 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의약품 승인에 대한 예외사항 적용을 위해 특별기준 설정, 일부 병원용품

장에 대한 현장 공장심사 진행이 되지 않아 지속적인 규제시행 모니터링 및 대응을 시행 중에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인도의 화학물질 및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인
TBT 메가트렌드 동향

도 외 해외 공장심사 지연으로 인한 수출애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세톤, 탄산

칼륨 등 약 11종의 화학물질의 경우 인증지연 및 공장심사 불가로 인해 제품에 따라 2~3차례 인증시
행 연기가 반복되었으며, 에어컨 및 관련 부품 그리고 냉장고 제품에 대해서도 인도 외 해외 제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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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인도 표준청(BIS)의 의무인증 절차

규제대상

외국 제조업체의 지사, 담당자는
인도 공식 대리인(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 AIR) 지명
지사 또는 사무소가 없거나 설립 전인 경우, 대리인 지명 필수

아세톤

신청서 제출

1단계-인증 신청

3단계-인증 발급

아크릴로나이트릴

신청자에게 승인번호 제공

말레산무수물

질의 사항 해결 후 신청서 누락 부분 없으면 다음 단계 진행
BIS 담당자 신청자와 상의 후 사업장 방문 상담 진행

담당자 제조공장 방문 시 제조공정 확인 및 시료 테스트 실시
담당자는 테스트 목적의 시료 수집

스티렌

신청자는 방문료와 시험료를 관련 기관에 지불

탄산칼륨

신청서 다음 단계로 이관

테레프탈산

담당자 보고서와 자체시험 결과 보고서 평가 후 허가 발급

톨루엔

표준원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시행 시점을 인도 표준청의 공장심사 재개 시점

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행연기와 제조사 시험성적서 인정, 제조시설이 위치한 국가의 제

폴리에틸렌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선형알킬벤젠
냉장기기

3자 공장심사 또는 비대면 공장심사 방식도입 등 인증 및 공장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에어컨 및 부품

또한 중국 측에서도 2021년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인도 측에 공장심사 방법 변경 및 시행시기

화학섬유 제품

을 공식서한 및 STC 제기를 통해 수차례 제안 하였다.

• (1차) 규제 시행 180일 연장 공포(’21.4.26.)
• (2차) 규제 시행 180일 연장 공포(’21.10.8.)
※ 총 2차례 시행 연기(’21.5.3. → ’21.11.26. → ’22.5.24)
• (1차) 규제 시행 180일 연장 공포(’21.4.26.)
• (2차) 규제 시행 180일 연장 공포(’21.10.8.)
※ 총 2차례 시행 연기(’21.5.3. → ’21.11.26. → ’22.5.24)

• (1차) 규제 시행 180일 연장 공포(’20.12.16.)
• (2차) 규제 시행 12개월 연장 공포(’21.4.19.)
※ 총 2차례 시행 연기(’20.12.14. → ’21.3.14. → ’22.3.14)

• 총 3차례 시행 연기(’20.12.25. → ’21.6.24. → ’21.12.20. → ’22.6.22.)
• 총 3차례 시행 연기(’20.12.25. → ’21.6.24. → ’21.12.20. → ’22.6.22.)
• 총 3차례 시행 연기(’20.12.25. → ’21.6.24. → ’21.12.20. → ’22.6.22.)
• 총 1차례 시행 연기(’21.10.11 → ’22.4.5)
• 총 1차례 시행 연기(’21.10.11 → ’22.4.5)
• 총 1차례 시행 연기(’21.10.11 → ’22.4.5)
• 총 1차례 시행 연기(’22.1.1. → ’23.1.1)

• 총 3차례 시행 연기(’20.6.1 → ’21.1.1→ ’22.1.1 → ’23.1.1)
• 총 1차례 시행 연기(’21.4월 ⟶ ’22.4월)

• 6개 품목 QCO의 시행유예 결정을 2021년 10월 8일 발표, 관보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TBT 메가트렌드 동향

연장 등을 요청하는 등 인도 측에 적극적인 대체 방안 제안 및 이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인도측은

안전유리

• (1차) 규제 시행 180일 연장 공포(’21.4.26.)
• (2차) 규제 시행 180일 연장 공포(’21.10.8.)
※ 총 2차례 시행 연기(’21.5.3. → ’21.11.26. → ’22.5.24)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외 국가에 소재한 제조시설에 대한 공장심사 재개가 불가능해지자 국가기술

무수프탈산

• (1차) 인도측 공식관보에 아세톤 6개월 추가 연장 공포(’21.3.10.)
• (2차) 인도측 공식관보에 아세톤 6개월 추가 연장 공포(’21.8.16.)
※ 총 2차례 시행 연기(’21.3.14. → ’21.9.14. → ’22.3.14)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2단계-테스트 요청

BIS 담당자의 신청서 검증
(추가사항 있을 시 신청자에 내용 전달)

시행시기 연장 경과

TBT 대응 현황

준비 조건

[표 Ⅳ-8] 인도의 화학물질 규제대상과 시행시기 연장 경과

시행 일정만 연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나마 최소한 시행이 연기됨으로써 수출불가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으나 인도 정부의 규제 시행 모니터링은 당분간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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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슈리포트 및 가이드

연번
1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2021년 중국 화장품 TBT 규제 동향

3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인공지능(AI) 기술규제 동향

2

북은 KnowTBT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5

6
7

8
9

10
11

12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규제동향 및 주요 규제

대응할 수 있도록 [표 Ⅳ-9]와 같이 매년 규제동향보
고서 및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여 KnowTBT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개별 심층분석 자료를 토대로, 주요 품목/국가/제도

별 이슈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규제동향 보고서

164

23
24
25

26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동향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탄소중립 규제동향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남미 LED 조명 에너지관리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자동차분야 전과정 평가(LCA) 규제동향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2021년 중국 자동차 규제 동향보고서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2021년 중국 친환경 TBT 동향보고서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2021년 중국 CCC 인증 TBT 동향보고서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EU 배터리규제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규제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유럽 가스 난방기기 규제 동향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수송기기 플라스틱 소재 규제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글로벌 포장재 재활용 규제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미국 캐나다 살생물제 규제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신북방 에너지효율 규제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신남방 화학물질 규제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EU 과불화화합물 규제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에코디자인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5G·6G 융합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드론·로봇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그린에너지

TBT 메가트렌드 동향

무역기술규제 및 신기술·신산업 동향 보고서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EU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이슈를 관련 업계에서 빠르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보고서 제목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TBT
규제동향 및
이슈보고서
심층분석

이 파트에서 기재된 무역기술규제 동향보고

TBT 대응 현황

5.

[표 Ⅳ-9] 2021년도 무역기술규제 및 신기술·신산업 동향 보고서 발간목록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미래차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AI(인공지능)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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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2021년 중국 화장품 TBT 규제 동향

5.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탄소중립 규제동향

내용 	⑴ 중국의 화장품시장 동향 및 규제 개요 ⑵ 사이버보안 규제동향 ⑶ 시

사점

내용 	⑴ 주요 규제 개요 및 현황 – 국가별 규제 제도 비교 분석, 최근 국내외 규

제 주요 이슈 사항 ⑵ 요약 및 향후 동향 ⑶ 시사점 및 기업 대응방안

6.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남미 LED 조명 에너지관리

범위 ICT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

내용 	⑴ 과제 추진 배경 및 목적 ⑵ 개요 – 추진배경, 추진내용, 관계기관 및

역할 ⑶ 주요 내용 – 인증 스킴 수립 절차, 인증대상, 보안목표, 자체적합
성 평가, 수립 요건, 운영 및 관리 ⑷ 추진경과 및 현황 – 법제정, 표준 검
토 및 후보 인증 스킴 검토, EU 사이버보안 인증 시장 현황 조사 ⑸ 시사
점 및 대응방향

내용 	⑴ 서론 – 일반개요, 국가별 경제동향 ⑵ 주요 규제 개요 및 현황 – 규제

개요, 국가별 규제현황, 주요 품목별 세부 내용 ⑶ TBT 통보문 현황 ⑷
시사점

7.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자동차분야 전과정 평가(LCA) 규제동향

범위 AI 관련 제품

내용 	⑴ 주요국 AI 관련 규제 현황 및 대응 방안 –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인

도,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⑵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의
AI 가이드라인 –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4.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동향

범위 자동차 생산, 부품 교체, 폐기 등 시스템의 전과정

내용 	⑴ 주요 규제 개요 및 전망 – 규제개요, 차종별 규제 현황 및 전망, 국가별

규제 현황 및 전망 ⑵ 요약 및 향후 동향 ⑶ 시사점 및 기업 대응방안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3.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인공지능(AI) 기술규제 동향

범위 LED 조명 제품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2.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EU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

범위 탄소 라벨링 및 Footprint 국내외 규제

TBT 대응 현황

범위 중국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화장품

8.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2021년 중국 자동차 규제 동향보고서

내용 ⑴ 중국 사이버 보안 규제 동향 –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최신 동향, 규제 집행 동

향, 기업 대응 동향,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전망 ⑵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주요 이
슈 분석 – 네트워크 안전, 데이터 안전, 개인정보 보호 ⑶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의
시사점 ⑷ 인증가이드 및 표준 해설 – 중국 사이버보안 기업 대응 가이드, 중국 사
이버보안 규제 주요 인증 가이드,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관련 주요 표준/지침 해설
166

범위 신에너지 자동차, 지능형 커넥티드 카, 자동차 부품 재활용 등

내용 	⑴ 자동차 기술규제 개요 ⑵ 자동차 규제 동향 – 산업정책, 생산단계(표

준), 시장관리 규제(법규)「지능형 커넥티드카 생산기업 및 제품진입관리
규정」 ⑶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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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2021년 중국 친환경 TBT 동향보고서
내용 	⑴ 기술규제 개요 ⑵ 친환경 규제 동향 – 거시 산업 정책, 유해물질 배출

제한 규제, 에너지효율 및 물효율 라벨 표준 ⑶ 에너지효율 및 물효율 라
벨 표준 ⑷ 친환경 제품 인증

범위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어린이 용품 등

내용 	⑴ 인증 개요 ⑵ 인증 동향 – 인증방식, 인증절차, 시행규칙 ⑶ 시사점

⑷ CCC 인증대상 제품목록

범위 휴대용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산업배터리 등

내용 	⑴ EU 배터리 규정안의 개요 – 도입 배경 및 목적 및 절차, 규정안 관련

영향평가, 구성, 상세 내용 분석 ⑵ 상세 내용 분석-일반 규정, 지속가능
성 및 안전 요건, 라벨링 및 정보 필수 요건 등 ⑶ 국내외 배터리 규제 관
련 현황 ⑷ 평가 및 전망

12.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규제
내용 	⑴ 서론 ⑵ 주요 규제 개요 및 현황 – 총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규제, 살생물제 규제, 화학제품안전법 규제 사후 관리, 규제이행 사항 주
체별 관리 ⑶ 유사해외규제 ⑷ 시사점

168

14.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수송기기 플라스틱 소재 규제
범위 수송기기용 플라스틱 및 친환경 소재

내용 	⑴ 플라스틱 폐기물 이슈 및 규제현황 ⑵ 수송기기용 플라스틱/친환경

소재 현황 ⑶ 요약 및 향후 동향 ⑷ 시사점 및 기업 대응방안

15.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글로벌 포장재 재활용 규제
범위 유럽 시장에 나온 모든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내용 	⑴ 서론 ⑵ 주요 규제 개요 및 현황 – 미국, 캐나다, 한국 ⑶ 전망 및 시사점

16.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미국 캐나다 살생물제 규제
범위 살생물 물질, 제품, 처리제품 및 장비

TBT 메가트렌드 동향

범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세정제, 접착제, 살충제 등)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⑶ EU 가스용품 규제 ⑷ 전망 및 시사점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11.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EU 배터리규제

내용 	⑴ 규제 개요 및 주요 내용 ⑵ 난방기기 규제 주요 내용-품목별 주요내용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10.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2021년 중국 CCC 인증 TBT 동향보고서

범위 정격 열출력 400 kW 이하의 제품

TBT 대응 현황

범위 탄소중립, 오염 물질 배출, 에너지 효율, 폐기물 재활용 등

13.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유럽 가스 난방기기 규제 동향

내용 	⑴ 서론 ⑵ 주요 규제 개요 및 현황 ⑶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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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신북방 에너지효율 규제

21.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5G·6G 융합

내용 	⑴ 서론 – 규제 도입 배경, 주요 국가별 규제 동향, 신북방 국가 규제 동향

⑵ 주요 규제 개요 및 동향 – 국가별 현황, 국가별 규제 주요 내용, 품목별
규제 세부 내용 ⑶ TBT 통보문 현황 ⑷ 시사점

내용 ⑴ 배경 및 개요 – 산업 발전 배경,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동향, TBT 개요 및 보고서

발간 배경 ⑵ 기술개발 동향 –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분류, 웨어러블 디바이스 유형
별 핵심 기술, 유형별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개황 ⑶ 표준 동향 – 웨어러블 디바이스
표준화 추진 방향, 안전/성능 이슈 관련 웨어러브 디바이스 국제 표준 ⑷ 국가별 기술
규제 동향 – 해외 및 국내 정책 동향, 국내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이슈 ⑸ 시사점

22.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드론·로봇

범위 화학물질로 구성된 소재·원료 및 제품

내용 	⑴ 서론-개요, 주요 규제 동향 ⑵ 주요 국가별 규제 세부 내용 – 국가별

규제 비교, 주요 국가별 규제 세부 내용 ⑶ TBT 통보문 현황 ⑷ 시사점

내용 	⑴ 드론 개요 및 배경 – 발전 배경, 정의와 분류 ⑵ 드론의 시장 및 산업

동향 – 시장 및 산업동향 ⑶ 기술동향 – 드론의 최신 기술동향 ⑷ 표준
현황 – ISO 국제 표준,ASTM 표준, 기타 해외 표준, 국내 표준 현황 ⑸ 드
론 기술규제 동향 – ICAO 규제, 미국, 유럽, 중국, 한국 ⑹ 시사점

23.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그린에너지

범위 과불화화합물(PEAS)

내용 	⑴ 서론-개요, 규제도입 배경 및 동향 ⑵ 주요 규제 개요 및 현황-EUM

POPs, EU REACH ⑶ TBT 통보문 현황 ⑷ 시사점

20.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에코디자인

범위 EU 그린딜과 순환경제

내용 	⑴ 배경 및 개요 – 산업 발전 배경, 이차전지 시장동향,무역기술장벽개요 및 보

고서 발간 배경 ⑵ 기술개발 동향 – 이차전지 정의와 기술 분류, 에너지저장장치
(ESS) 연구개발 동향 ⑶ 표준 동향 – 이차전지 표준화 동향 개요, 안전/환경 이슈
관련 이차전지 국제 표준 ⑷ 국가별 기술규제 동향 – 해외 및 국내 정책 동향, 에너
지정장치(ESS)관련 이슈와 규제 전망, EU 배터리 지침 개정안 및 이슈 ⑸ 시사점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19.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EU 과불화화합물 규제

범위 디지털 뉴딜 분야인 드론·로봇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18.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신남방 화학물질 규제

범위 최근 삶에 밀접하게 다가온 웨어러블 디바이스

TBT 대응 현황

범위 에너지 소비 기기(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24.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미래차

내용 	⑴ 개요 및 배경 – 글로벌 정책 및 선도기업 동향 ⑵ 기술규제 동향 – EU 에코

디자인 규제, 제4차 ErP Working Plan (2020~2024) ⑶ 표준화 동향 – EU
자원효율 표준화 현황 및 주요 내용 ⑷ 시사점 –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 대
응 방향, EU 자원효율 표준 제정 및 규제화 단계에서의 규제화 단계별 시사
점, 제품 자원효율 향상 솔루션, Ecological Profile(환경성 정보)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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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친환경전기차와 수소차,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 주행차

내용 	⑴ 미래차 개요 및 배경 – 발전 배경, 정의와 분류, 시장동향 ⑵ 기술 동

향 –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차 ⑶ 표준 동향 – 국재표준 개요, 친환경차
표준개발 현황, 자율주행차 표준개발 현황, 국내 미래차 관련 표준, 단체
표준 ⑷ 미래차 기술규제 동향 – 국제기술규제, 미국, 유럽, 한국 ⑸ 시사
점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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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AI(인공지능)
범위 AI(인공지능) 관련 제품

내용 	⑴ 서론 및 배경 – AI 신뢰성 및 윤리에 대한 이슈와 발전 단계, TBT개요

및 보고서 발간 배경 ⑵ AI 관련 국제표준 동향 – AI 관련 국제표준 개발
동향, 주요 내용 ⑶ AI 관련 주요국 규제 동향 – 유럽연햡의 AI 법안 동향,
주요국별 해외 정책 동향 ⑷ 시사점

범위 	사이버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와 연계 사용하는 정보통신 제

품 및 시스템

내용 	⑴ 사어비보안 개요 및 배경 ⑵ 기술 동향 ⑶ 국제표준 현황 ⑷ 주요 국

가별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⑸ 국가별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술규제 동향
⑹ 시사점

[이슈리포트] 중국,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안전규제

3

[이슈리포트] 브라질, 통신장비 사이버보안 규정

7

[이슈리포트] 미국, 차량등화장치 안전규제

1. [이슈리포트] 중국,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안전규제

범위 휴대용 전자자제품용 리튬이온 셀 및 리튬이온 배터리 팩

내용 	⑴ 규제 개요 ⑵ 주요 규제 내용 ⑶ 관련 인증정보 ⑷ 주요국 규제동

향 및 규제수준 비교 ⑸ 기업애로 및 대응 필요성 – 기업애로 및 문제점,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⑹ 결론 및 대응방안

내용 	⑴ 규제 개요 ⑵ 주요 규제내용 – 제·개정 주요 내용 및 세부내용 ⑶ 관련

인증정보 ⑷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 수준 비교 ⑸ 기업애로 및 대응 필
요성 – 기업애로 및 문제점,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⑹ 결론 및 대응
방안

[이슈리포트] 인도, UHD TV 에너지효율규제

3. [이슈리포트] 브라질, 통신장비 사이버보안 규정
범위 인터넷 및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통신장비

[이슈리포트] 유럽연합, 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 등의 DP 방충에 대한 전면 사용금지 REACH 제한

내용 	⑴ 규제개요 ⑵ 주요 규제내용 – 제·개정 주요 내용 및 세부내용 ⑶ 관련

[이슈리포트] 유럽연합, 인터넷 연결 및 웨어러블 무선장비 관련 무선기기 지침 보완 규정

인증정보 ⑷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 수준 비교 ⑸ 기업애로 및 대응 필
요성 ⑹ 결론 및 대응방안

[이슈리포트] 영국, 전기차 스마트 충전소 규정

[이슈리포트] 베트남, 수입품 품질식품안전 국가검사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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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

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UHD TV

보고서 제목

1

5

[이슈리포트] 터키, 에코디자인 규제

[이슈리포트] 러시아, 제품 특수라벨링 규제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표 Ⅳ-10] 2021년도 이슈리포트 발간목록

4

10

9

범위 	LCD 디스플레이와 LED 백라이팅, OLED 디스플레이, QLED디스플레

최근 신설 규제 동향 및 긴급 규제 현안 등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리포트

2

[이슈리포트] 일본, 텔레비전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규제

2. [이슈리포트] 인도, UHD TV 에너지효율규제

이슈리포트

연번

8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26. [신기술 신산업 보고서] 사이버보안

보고서 제목

TBT 대응 현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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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슈리포트] 유럽연합, 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 등의 DP 방충에 대한 전면 사용금지 REACH 제한
내용 	⑴ 규제 개요 ⑵ 주요 규제 내용 ⑶ 관련 인증정보

범위 텔레비전

내용 	⑴ 규제 개요 ⑵ 주요 규제 내용 ⑶ 관련 인증정보 ⑷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 수준 비교 ⑸ 기업애로 및 대응 필요성

범위 인터넷에 연결되는 무선장비 및 웨어러블 무선장비

내용 	⑴ 규제 개요 ⑵ 주요 규제 내용 ⑶ 관련 인증정보 ⑷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⑸ 기업애로 및 대응 필요성 ⑹ 결론 및 대응방안

범위 	좌석이 8개 이하인 차량으로 자동차, 밴 또는 둘 모두를 충전하는 데 사

용되는50 kW이상의 전력으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전송할 수 있는 충
전소

내용 	⑴ 규제 개요 ⑵ 주요 규제 내용 ⑶ 관련 인증정보 ⑷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⑸ 기업애로 및 대응 필요성 ⑹ 결론 및 대응방안

7. [이슈리포트] 베트남, 수입품 품질식품안전 국가검사 법령안
단체나 개인

내용 	⑴ 규제 개요 ⑵ 주요 규제 내용 ⑶ 관련 인증정보 ⑷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⑸ 기업애로 및 대응 필요성 ⑹ 결론 및 대응 방안

174

입업체 및 소매업체

내용 	⑴ 규제 개요 ⑵ 주요 규제 내용 ⑶ 관련 인증정보 ⑷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 수준 비교 ⑸ WTO TBT 위원회 논의 사항 ⑹ 기업애로 및 대응
필요성 ⑺ 결론 및 대응방안

10. [이슈리포트] 터키, 에코디자인 규제

범위 전자디스플레이,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내용 	⑴ 규제 개요 ⑵ 주요 규제내용 ⑶ 관련 인증정보 ⑷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⑸ 기업애로 및 대응 필요성 ⑹ 결론 및 대응방안

11. [이슈리포트] 미국, 차량등화장치 안전규제

범위 자동차 조명, 신호 및 반사장치, 이들의 관련 장비

내용 	⑴ 규제개요 ⑵ 주요 규제 내용 ⑶ 주요국 규제 비교 ⑷ 관련 인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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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품질검사, 식품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수입활동에 관련된 기관,

범위 	신발류, 타이어, 카메라, 손전등, 플래시램프, 경공업 제품 제조업체, 수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6. [이슈리포트] 영국, 전기차 스마트 충전소 규정

9. [이슈리포트] 러시아, 제품 특수라벨링 규제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5. [이슈리포트] 유럽연합, 인터넷 연결 및 웨어러블 무선장비 관련 무선기기 지침 보완 규정

TBT 대응 현황

범위 DP를 포함하는 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

8. [이슈리포트] 일본, 텔레비전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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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가이드북

3. [TBT 가이드북] 중국, 식품접촉재료 수출

[표 Ⅳ-11] 2021년도 TBT 가이드북 발간목록
연번
1

[TBT 가이드북] 중국, 전기자동차 수출

3

[TBT 가이드북] 중국, 식품접촉재료 수출

2

5

6

내용 	⑴ 중국의 식품 안전법 ⑵ 중국 식품 산업 관련 시장동향 ⑶ 중국 식품

안전 국가표준 일반 현황 ⑷ 식품접촉재료 관련 표준의 주요 내용

보고서 제목

[TBT 가이드북] 중국, 상용암호제품 수출

4. [TBT 가이드북] 베트남, 생활가전제품 수출

[TBT 가이드북] 베트남, 생활가전제품 수출

범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TBT 가이드북] 인도네시아, 생활가전제품 수출

내용 	⑴ 베트남 규제기관 및 인증제도 현황 ⑵ 최신 베트남 기술규제 동향 ⑶

최신 베트남 표준 현황

[TBT 가이드북] 중국, 산업용 및 스마트 로봇 수출

5. [TBT 가이드북] 인도네시아, 생활가전제품 수출

범위 전기자동차

내용 	⑴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의 중국 수출현황 및 중국 시장동향 ⑵ 중국의

전기자동차 관련 국가 전략 및 정책 ⑶ 중국의 전기자동차 관련 인증 및
표준제도 ⑷ 중국의 전기자동차 관련 주요 표준 내용

2. [TBT 가이드북] 중국, 상용암호제품 수출

범위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세탁기, 진공청소기

내용 	⑴ 우리나라 생활가전의 인도네시아 수출 현황 ⑵ 인도네시아의 생활 가

전 시장 동향 ⑶ 인도네시아의 생활가전 관련 국가 전략 및 정책 ⑷ 인도
네시아의 생활가전 관련 인증 및 표준 제도 ⑸ 인도네시아의 생활가전
관련 표준 내용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1. [TBT 가이드북] 중국, 전기자동차 수출

TBT 대응 사례 및 기대효과

4

범위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TBT 대응 현황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TBT의 최신 정보와 동향 제공

6. [TBT 가이드북] 중국, 산업용 및 스마트 로봇 수출

내용 	⑴ 암호기술의 정의와 종류 ⑵ 중국의 암호 관련 제도 ⑶ 부록-중국암호

관련 표준 목록(2021.10기준)

176

범위 중국, 산업용 및 스마트 로봇

내용 	⑴ 우리나라 로봇의 중국 수출 현황 ⑵ 중국의 산업용 로봇 및 스마트 로

봇 발전동향 ⑶ 중국의 로봇 관련 국가전략 및 정책 ⑷ 중국의 로봇 관련
인증 및 표준 제도 ⑸ 중국의 로봇 관련 표준 내용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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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네트워크 보안 전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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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s://www.knowtbt.kr/

종합자료실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개별 보고서의 전문파일(PDF)은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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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TBT
협정의 이해

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기술규정, 표준 등과 관련한 무역조치는 전 세계 교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불투명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나 부당한 조치는 각국의 무역에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WTO TBT 협정 개요

WTO TBT 협정의 목적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 이래 무

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목적

제로 부상하였다. 1979년 4월 13일 제네바에서 미

당된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역기술장벽(TBT)이 세계 주요 교역국들의 현안 과
국, 일본 등 38개국이 GATT TBT 협정을 채택하였

WTO TBT 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

으로는 국가 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과 환경보호 등이 해
TBT 협정의 범위는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고, 이듬해인 1980년 1월 1일 TBT 협정이 발효되었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 및 검역 조치와 정부 조달 물품을 제외

후 1995년 1월 1일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WTO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하는 조치이다.

으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효력은 제한적이었다. 이

회원국 128개국 모두가 가입하여 강제성 있는 WTO

한 모든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포괄한다. 참고로 SPS 협정은 동식물의

TBT 협정으로 발효되었다.

WTO TBT 협정의 주요 원칙

합성평가 절차 요건 등을 제ㆍ개정할 때 그 내용이 무

을 적용해야 한다.

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규

그것의 전부 또는 관련된 부분을 채택해야 한다. 다만,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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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협정은 각 회원국이 기술규정, 표준, 적

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회원국의 이해당사자

첫째, 회원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
둘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준비, 채택 및 적용함에 있어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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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 부분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
일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셋째, 제ㆍ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이해당사
국들의 의견 수렴을 보장하여야 한다. 의견제시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해
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TBT 협정문의 주요 정의

⊙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표
 준(Standard):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
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써,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
닌 문서

⊙적
 합성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
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적합성평가
절차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검사, 평가, 검증과 적합성보증, 등록, 인정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
합을 포함한다.)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란?

WTO TBT 위원회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점에서 수입의 가치나 다른 중요성, 수입의 성장 잠재

[표 V-1] 통보절차 및 소요기간

성, 그리고 회원국들의 생산자가 제안된 조치를 준수하는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할 것을 권
고한다. 또한, 다른 회원국가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WTO에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 유형(예시)

⊙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표준

업무 내용

관련 부처

통보문 작성

담당 부처

통보문 검토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1~2일

WTO 사무국

3~7일

통보문 등록

⊙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 적합성평가 절차의 중복

통보문 발행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 관료주의적 절차

의견 수렴

⊙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최종안 추가 통보

⊙ 기타

시행

184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타 회원국
담당 부처
담당 부처

소요기간

1~2일

60일

관련 내용

입법예고와 병행
(제ㆍ개정 법안/행정규칙 모두 포함)
① 통보대상 여부 검토
② 통보시점 결정
③ 통보문 작성 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로 통보 요청 공문 발송
(문의처: tbt@korea.kr, 043-870-5521/5522)

TBT 정보관리 시스템(https://eping.wto.org)에
통보문 등록/제출
WTO 웹사이트 게시
*https://epingalert.org/en/Search/Index
최종안 공표와 동시 진행

채택 후 시행까지 6개월 이상 경과기간
부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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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 통보문 종류 및 주요내용
통보문

신규
(Regular
Notification)

추가
(Addendum)

수정
(Corrigendum)
개정
(Revision)

번역
(Supplement)

문서번호 생성 방식
G/TBT/N/KOR/
번호

G/TBT/N/KOR/
번호/Add.1

G/TBT/N/KOR/
번호/Corr.1
G/TBT/N/KOR/
번호/Rev.1

G/TBT/N/KOR/
번호/Suppl.1

WTO TBT 통보대상 검토

주요 내용

기술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 60일 이상 의견수렴 필요
- 규제 원문을 첨부하여 통보

최초 통보문에 대해 추가ㆍ수정하는 경우
- 기술규정의 최종 공표 시
- 기술규정 채택, 공표, 시행 시 관련날짜가 명기되지 않았거나 변경된
경우
- 의견수렴 기간 변경(연장 또는 재수렴)
- 기술규정의 철회 또는 폐기 시, 신규 기술규정으로 대체될 경우
- 통보된 기술규정의 내용 또는 범위가 부분적으로 변경되거나 수정된
경우(의견 재수렴 고려)
- 가이드라인 등 추가정보 제공
최초 통보문 내용의 변경 없이 경미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통보된 기술규정의 채택 또는 시행 전 규제 내용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 60일 이상 의견수렴 필요
공식 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된 기술규정 본문
이 있는 경우

WTO TBT 통보대상 검토 절차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의 제ㆍ개정을 수반하는 법령의 입법예고 또는 고시 등의 수립ㆍ시행 또

는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WTO TBT 협정에 따라 WTO 통보 대상인지 여부 검토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8조

No

규제

Yes

No

기술규제(TBT)➀
Yes

기술규정➁

적합성평가절차➂

관련 국제표준
부재
or
국제표준과
불일치➄

관련
국제표준화기관
지침 및
권고 부재
or
국제표준화기관의
지침 및 권고와
불일치➄

Yes

No

종료

종료
종료

라벨링➃

No

종료

Yes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➅

관련 국제표준
부재
or
국제표준과
불일치➄

No

종료

강제

Yes

No

종료

Yes

WTO TBT 통보

(의견수렴기간 60일, 채택 후 시행일까지 6개월 부여 권고)

[그림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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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통보대상 판단사례
이용방법

2.5

세부항목 중 한 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주요항목 YES로 판단
(세부항목은 판단을 위한 예시로 활용)

2.6

기술규제(TBT) 여부 판단
1

1.1

공산품이나 농수산품에 관한 것인가?

- 단, 정부조달 또는 공공구매,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식품, 동식물의 위생, 검역 등
SPS(식품동물검역협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TBT 통보대상에서 제외

식품, 음료,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또는 동
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가?
예) (생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잔류 소독제가 검출되어서는 안됨 → SPS

(생수 및 생수병) 재료는 인간의 건강에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함 → SPS

1.3
1.4

(생수병) 적재 및 진열이 가능하도록 모양 제한 → TBT

2.1
2.2
2.3
2.4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데 준수해야 할 제조기준, 품질관리기준, 제조방법이 신설, 변경되는가?

예) 의약품 제조 기준 변경,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제형에 ‘필름’ 추가

2.7

규제의 적용대상이 추가, 삭제되는가?

2.8

규제 적용범위, 대상품목을 조정, 명확히 하는 내용인가?

2.9

예)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기능성화장품의 유형을 11종으로 확대, 위생용품의 범위를 변경
예) 벌레를 쫓기 위해 특정 물질이 처리된 말 덮개가 살생물제임을 명확히 함(EU)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이 변경되거나 특정 제품을 등급 대상에 추가, 삭제하는가?

예) 냉난방기의 1등급 기준 상향, 상업용 냉장진열대를 에너지효율 등급 대상에 추가

2.10 (등급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경우) 품목의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인가?

적합성평가절차(CAP) 여부 판단

식물 또는 동물에 의해 전달되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가?

3

예)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수입과일의 처리 규정 → SPS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 규정 → SPS

3.1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로부터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가?

3.2

예)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수입과일의 처리 규정 → SPS
수입과일의 품질, 등급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 → TBT

3.3

해충(잡초 포함)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가?

예)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수입과일의 처리 규정 → SPS

3.4

기술규정(TR) 여부 판단
2

예) 건강기능식품 내 특정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

예) 의료기기 3등급 → 4등급으로 변경

(생수병) 표준용량 확보를 위한 크기 제한 → TBT

1.2

제품 내 특정 원료의 기준 또는 규격을 신설, 변경하는가?

3.5

제품의 품질, 구성, 안전성, 성능, 치수, 모양, 재질, 점성 등에 관한 것이며 강제적 요건인가?

3.6

제품 제조자가 준수해야할 제품 관련 기술요건이 신설, 변경되는가?

예)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요건 신설

시험, 검사, 인증, 인허가에 관한 것이며, 강제적 요건인가?

제품출시를 위해 취득해야 할 제품 관련 인증, 인허가가 신설, 개정되는가?

시험, 검사, 인증의 대상품목이 조정되는가? 혹은 시험, 검사, 인증의 항목이 추가, 삭제되는가?
예) 구조용 집성재의 검사항목 추가, 어린이용 가구의 전도시험 신설

인허가를 위해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방법이 변경되는가?

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비타민C 시험방법 변경

특정 인증제도가 임의인증이지만, 인센티브, 조달, 소비자선호 등에서 ‘사실상 강제’로 인식되는 인증제
도이면서, 그 인증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가?
인허가 및 인증 시, 제출해야 할 자료를 추가, 면제, 변경하는가?

인허가 및 신고를 갱신, 연장하는데 필요한 절차, 요건에 관한 사항인가?

라벨링 여부 판단

제품에 특정 부품, 기능을 설치해야 하는가?

예) 특정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4

제품 내 특정 성분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가? 혹은 사용가능한 성분을 추가, 삭제하는가?

표시사항, 라벨, 기호, 포장 등에 관한 것이며 강제적인가?

예)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색소목록 신규 추가

제품 내 특정 성분의 함량, 농도, 사용기준을 신설, 변경하는가?

예) 염모제의 유효성분 상한농도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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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시점

국제표준 부재 또는 불일치 여부 판단
5

국제표준기구의 표준 및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가?

WTO TBT에 통보 대상인 기술규제의 경우 60일 이상 입법예고가 필요하므로 국내 입법예고 시

- 기술규정(TR)의 경우, 관련 ‘국제표준’이 부재하거나 부합하지 않는가?
예) ISO/IEC 등 국제표준이 없거나 국제표준과 불일치한 경우 TBT 통보대상
- 적합성평가절차(CAP)의 경우, 관련 ‘국제체계’가 부재하거나 부합하지 않는가?
예) IEC CB Scheme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지침 및 권고가 없거나 불일치한 경우 TBT
통보대상
- 라벨링 경우, 관련 ‘국제표준’이 부재하거나 부합하지 않는가?
예) 강제 라벨링의 경우 TBT 통보대상

WTO TBT통보를 병행할 것을 권장

* 행정자치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ㆍ7조

통보

무역에 중대한 영향 여부 판단
6

6.1
6.2
6.3

해당 품목의 수입액이 큰 경우,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액은 크지 않으나 해당 품목이 수입액이 큰 타 품목의
원료,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인가?

해당 품목 또는 유사한 품목이 최근 무역이슈가 되었거나 특정국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인가?
예) STC 제기,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대상 제품 등

특정 제품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가?

예) 아이섀도, 선크림처럼 단품목이 아닌, 화장품 전체에 대한 규제인 경우, 화평법처럼 화학물질 및

6.5

우리나라 또는 타회원국에서 유사한 규제안을 통보한 적이 있는가?

으로 통보문 초안을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ePing을 통해 제출한 통보는 WTO 사무국에 전달되며,
평균 2일 이내에 모든 WTO 회원국에 회람된다. WTO 사무국에 보내는 TBT 통보문은 WTO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한다.

※ 무역기술장벽(TBT) 정보관리 시스템(ePing)
www.epingalert.org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술규제는 아니지만)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신설, 변경되는 경우인가?

6.7

야 한다. 이 시스템에서 통보 제출을 담당하는 각 회원국의 TBT 질의처(국가기술표준원)는 온라인

- 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별, 품목별로 상황에 맞게 결정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를
고려 할 필요가 있음

6.4

6.6

TBT 통보는 WTO 사무국이 회원국을 위해 개발한 WTO TBT 정보 관리 시스템(ePing)을 이용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예) 유기농 제품의 수입을 위한 전자인증서 시스템을 도입(EU)

현재는 수입액이 크지 않으나, 추후 수입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현재 소수의 국가로부터 수
입하고 있으나, 추후 더 많은 국가로부터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가?
특정 제품군이 특정 다자간 협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인가?

참고. 정보관리 시스템(e-Ping)

연간 회람되는 TBT 통보의 규모와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변화하는 기술규제를 파악

예) WTO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품목 등

하고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WTO 사무국은 통보되는 기술규제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인 정보 관리 시스템(e-Ping)을 2016년 11월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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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ng은 WTO에 통보된 통보문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통보국, 통보문 번호, 통보기간, 대상

제품(ICS 코드, HS 코드),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필요한 TBT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그림 Ⅴ-3] 정보관리 시스템(e-Ping) 등록 및 TBT 정보 수신방법

질의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그림 Ⅴ-1]).

특히 이 시스템에 등록한 사용자는 관심 있는 분야의 TBT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매일 또는 매주 받

아볼 수 있다. e-Ping을 활용하여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Ⅴ-2]).

ePing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추후 제공될 예정

이다.(시기 미정)

[그림 Ⅴ-2] ePing 포털사이트

1) 화면 캡쳐 : https://www.epingale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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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Q
(10문 10답)

Q2
TBT 통보문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들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타 회원국들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이를 반드시 WTO에 통보해야 합니
다. 이때, 정해진 양식에 따라 규제명, 규제의 목적
과 내용, 의견 수렴기간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WTO
사무국에 송부하는데 이를 TBT 통보문이라고 합

Q1

니다. TBT 통보문은 WTO TBT 정보관리 시스템

(https://www.epingalert.org) 및 국내의 해외기

무역기술장벽(TBT)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나요?

술규제정보시스템 (https://www.knowtbt.kr/)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의 차이 등으로 인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

는 무역상의 기술적 장애요소를 의미합니다. 무역기
술장벽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는 표준
- 적합성평가 절차의 중복

-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Q3
특정무역현안(STC)이란
무엇인가요?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다수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수출
업자는 상대국의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부합함을 입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은 WTO에 통보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
차 중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

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각 회원국은
WTO TBT 위원회에 공식이의를 제기, 양자 간 해결

이 되지 않을 경우 WTO 제소 등 분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하기 위해 중복 및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
다. 이는 원활한 무역의 기술적 장애요소로 작용하므
로 무역기술장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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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우리나라는 해외의 TBT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해외의 TBT 대응에 있어서 기존의 TBT 컨소시엄의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신속·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그림 Ⅴ-4] WTO TBT 위원회 회의

있는 조직의 확보를 위해 2021년에 TBT종합지원
센터를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KOTICA) 내에 설치
하였습니다.

새롭게 설립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기ㆍ전
자, 화학ㆍ생활, 기계ㆍ금속, 식ㆍ의약품 등 산업 분

야별 20개 협회ㆍ단체, 기업, 시험기관 등과 협업하
여 민간의 TBT 대응활동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BT 통보문은 물론 WTO에 통보되지 않
은 해외기술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해 국내의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5
어떠한 경우에 WTO TBT 위원회에
기술규제 제·개정 사항을
통보하나요?

WTO의 각 회원국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
차요건 등을 제·개정할 때, 해당 내용이 무역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WTO TBT 협정을 근거로

WTO 회원국은 기술규제 제·개정 사항을 WTO에
통보하여 이해당사국에게 이러한 기술규제 사실을
알리고 해당 국가들의 의견수렴을 보장할 의무를 가

지고 있습니다. 이 때 통보된 기술규제 제·개정 사항
에 대한 이해 당사국의 의견제시 기간은 WTO TBT

협정을 근거로 하여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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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SPS 협정이란 무엇이며,
TBT 협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협정이란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의 문제로 인해 무역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국제간의 규범입니다. SPS 협정은 식품, 음료의 첨

가제, 질병 원인체 등에 대해서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는 조

치입니다. 또한 국제 무역상에서 각국의 동,식물과
관련한 검역 및 위생 관련 조치가 일종의 비관세장벽
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간 공용 협정입

니다. 반면, 제품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타 조치의 경
우는 TBT 협정을 통해서 통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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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WTO TBT 통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통보된 규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미통보된 규제는 주로 회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국
제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표준을 만들거나 자국제품

[그림 Ⅴ-5] KnowTBT 포털사이트의 수출애로(컨설팅) 신청 화면

과 수입제품의 차별적인 규정 등을 만드는 경우에 해

당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으로 작
용할 수 있는 미통보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해외

규제당국 포털, 글로벌 인증기관 포털, 기업 해외법
인 등)를 통해 파급력이 큰 규제를 신속 발굴·분석하

여 기업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피해가
큰 경우는 WTO TBT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규제당
국과 애로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8
TBT 현장컨설팅 서비스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은?

무역기술장벽(TBT) 현장컨설팅 서비스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TBT 포털(www.knowtbt.kr)에

서 수출애로 신청양식을 작성하거나, 대표 이메일
(knowtbt@kotica.or.kr)로 문의하여 컨설팅 신청

의뢰를 하면 됩니다. 신청된 내용은 접수내용 확인
및 검토, 컨설팅 수행기관 배정, 신청애로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기업과 일정을 조율한 후 컨설팅 신
청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BT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

품에 대한 시험 인증 절차·방법 등의 기술 자문, 직무

교육훈련 지원,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하기

Q9
수출 준비 시 해외기술규제 정보가
궁금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 화학, 생활, 기계, 금속,
식의약품 등 각 산업분야별 협단체를 통해 해외기술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별 해외기술규제 애로접수 창구 정보는 아래와 같습
니다.

위한 대응 지원, 비영어권 규제원문의 번역 서비스,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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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산업분야별 TBT 애로접수 창구
구분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KOTIC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회(KEA)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SCIA)
한국에너지기기산업
진흥회(KEAA)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KOSA)
한국전등기구LED산업
협동조합
(KLFLC)

Q10
KnowTBT 포털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나요?

[그림 Ⅴ-6] KnowTBT 포털사이트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분야: 전 분야
• 담당자: 배대성 대리
• 전화: 02-571-1221
• Email: knowtbt@kotica.or.kr

• 담당 분야: 전기전자, 정보디지털, 에너지, 식의약품(의료기기), 기타
• 담당자: 이규민 과장
• 전화: 02-6388-6181, 6183
• Email: kmlee@gokea.org

• 담당 분야: 화학세라믹, 바이오환경, 생활용품, 식의약품(화장품, 의약품)
• 담당자: 정종훈 부장
• 전화: 02-2088-7253
• Email:jung1103@kscia.or.kr
• 담당 분야: 기계, 에너지, 건설, 소재나노, 교통안전
• 담당자: 김효엽 선임
• 전화: 031-480-2981
• Email:afoplr@keaa.or.kr
• 담당 분야: 소프트웨어
• 담당자: 이원희 선임
• 전화: 02-2188-6985
• Email: whl@sw.or.kr

• 담당 분야: 경관조명기구, 형광등기구
• 담당자: 한정우 팀장
• 전화: 032-681-3112
• Email: industry7@naver.com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집한 해외기술규제정보를
KnowTBT 포털(www.knowtbt.kr)을 통해 업
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KnowTBT 포털에서는

WTO에 통보되는 TBT 통보문과 미통보된 해외기
술규제정보를 국문으로 열람할 수 있고, 주요 기술규

ㆍWTO TBT 통보문 검색

ㆍWTO TBT 미통보문 검색
ㆍ자동경보 서비스 신청
ㆍ국가별 대응사례
ㆍ기술규제 보고서

ㆍ중국 기술규제 정보

제를 정리한 분석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술규제 내
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술규제 관련 교육정보를 확인하고 수출애로 상담
연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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