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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국제무역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략무역 수출통제 제도에 관한 정
책 및 관련법에 대하여 사적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의미
작용모델,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라는 정책
용어의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를 기호체계로 분석하고, 전략물자의 안정적 관
리를 통한 무역진흥에 기여하고 무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롤랑 바르
트의 기호적 의미작용 모델을 활용하여 전략물자관리원(kosti)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브랜드는 블루와 오렌지 컬러의 두 개의 선이 ‘K’에서 ‘I’로 연결
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된 호는 전략물자 관련기업을 보호 및 지원해 주고 국제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첫
번째 의소(전략물자)에 대한 기호사각형 의미생성 과정을 분석해 보면, 한국정부는 ‘전
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종에
대한 의미생성의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의미생성의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 먼저,
-S1(비-자율준수) → S2(타율준수) → -S2(비-타율준수)→ S1(자율준수) 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책운영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
다.
<주제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 기호학, 기호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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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1987년 9월에 체결한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
자료 확보에 관한 양해각서’의 국내적 실시를 위해 1992년 대외무역법시행령과 대외
무역관리규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1992년 12월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제24
조의 3은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를 보다 명료하게 추진하였으며, 2003년에 대외무역
법을 개정하여 현행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반영하였다. 개정 대
외무역법에서는 국제 수출통제품목 이외의 물품, 기술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등
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도입하였다
(무역협회, 2005).
2004년에 결의된 UN 안보리 결의 1540호에 의해 모든 회원국들은 대량파괴무기
의 제조, 유통, 보관, 수출, 환적 등을 통제할 법체계를 갖추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일종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자리 잡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
적인 실행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2004년 8월에 정부의 요청으로 전략물자 수출관
리 전담기구를 무역협회에 설립했으며, 2007년 1월에 전략물자관리원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대외무역법 제29조)하고 6월에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했으며, 2009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전략기술 업무를 이관하였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요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방안, 전략물
자 통제제도의 분석과 전망,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략물자 관련 기업내부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
제제도에 관한 연구, 혁신제도에 대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기업의 수용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
행방안,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P)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북한 테러억
제를 위한 효과적 전략물자통제체제 구축방안,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실태와 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상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비교연
구, 그리고 미국 수출통제 법제의 특성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박만, 2006;
이지석, 2006; 이희용 외3, 2007; 서민교, 2007; 김현지, 2007; 이건찬, 2010; 이상옥,
2011; 심상렬 외2, 2011; 정웅, 2011; 방효식, 2012; 정다혜, 2014; 유준구 외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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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in Cameron, 2000; Michael Beck, 2000; Phillip C. Saunders, 2000; Jayantha
Dhanapala, 2001; Lan Davis, 2002: James J. Wirtz et al., 2003). 이와 같이 전략물
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정책 및 관련 법령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본 연구와 같이 새로운 분석틀(기호학 분석)을 활용하여 전략물자 수출통
제에 대한 속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아직 없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
한 정책 및 법령 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는 전략물자에 대한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한 규정이고, 또한 국제무역을 추진하는 무역업체에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국제무
역규범을 준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략물자, 자율준수와 같은 개념
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호학적 분석틀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무역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략무역 수출통제 제도에
관한 정책 및 관련법에 대하여 사적고찰을 하며, 또한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의 의미작용모델,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
라는 정책용어의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를 기호체계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전략물자관리원의 브랜드 이미지의
기호학적 의미와 관련 정책의 홍보 및 교육, 정책개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로 한다.

Ⅱ.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사적고찰

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념 및 연혁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 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제
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에 이용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
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과 COCOM이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물품을 말한
다(김현지 외2, 2007).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이들 무기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재래무기 및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국제적인 비확산 수출통제를 추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배광선, 1998). 이러한 전략물자에 대해 대외무역법(제19조)에
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자간 통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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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획득,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완제품, 재료, 부품, 제조설비, 검
사장비, 기술 등을 통제리스트로 통하는데 이를 ‘전략물자’라고 한다(이지석, 2006).
국제수출통제의 연원은 1949년에 창설된 대 공산권 수출통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COCOM)가 현존하는 국제수출통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COCOM 형성의 배경
은 서구의 첨단무기나 군사기술이 소련 등 공산권국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서방 17개국이 참여하여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에 냉전의 베를린장벽이 철거되면서 공산권 국가에 대
한 통제품목의 공급을 차단하던 COCOM을 존속할 근거가 약해지게 되었다. 이에
1993년 11월 COCOM 회원국 고위급회의에서 COCOM을 폐지하고 잠정적으로 뉴 포
럼으로 알려진 새로운 다자간협약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방효식, 2012).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다자간협약으로는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등 우려
국가와 테러집단에 대량살상무기(WMD)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NPT(핵
비확산), CWC(화학무기금지), BWC(생물무기 금지) 등 3개의 국제협약이 있고, 핵
확산을 저지하는 NSG(핵공급그룹),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확산을 저지하는 AG(호주
그룹), MTCR(미사일 통제체제), 재래식 무기를 통제하는 WA(바세나르협약), 쟁거위
원회 등 5개의 통제체제가 운영되고 있다(심성근, 2003).
국제사회에서 전략물자를 규제하는 제도는 국제조약에 의한 규제와 국제기구에
의한 규제가 있다. 첫째, 국제조약에 의한 규제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
금지조약(CWC) 등의 다자협상과 인도⋅파키스탄이나 미⋅소 간의 화학무기 금지협
상과 같은 양자조약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국제조약은 국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불
법적인 전략물자 확산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미가입국이나 수입국에 확산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둘째, 국제기구에 의한 규제는 IAEA나 UN군축위
원회 같이 UN관련 국제기구와 대량파괴무기의 생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이 수출할 때 우려용도로 공급하지 않도록 UN과는 직
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발적인 수출통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2001년 9.11사태 이후 대량파괴무역(WMD) 수출통제
문제가 국제안보분야의 핵심현안으로 부각되면서 더욱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2년 6월에 개최된 G-8정상회담에서는 대량파괴무역 및 관련 물질⋅기술 확산방
지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2004년 4월에 유엔안보리는 결의
1540호(UNSCR 1540)로 모든 유엔회원국이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의 연구개발단계
에서 최종사용단계까지 공급사슬 전반에 대하여 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밀거래
나 불법거래를 차단하려는 국제적인 활동이 추진되었다(김현지 외2, 2007). 그러나
다자간 수출통제 규범은 신사협정(soft law)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 검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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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현행 다자체제하에서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참가국은 각 다자체제의 합의된 통제지침에 따라 자국의 법령에 구체
적인 통제품목과 대상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UNSCR 1540호가 요구하는 통제
품목의 환적, 중개, 재수출, 운송, 최종사용자 및 경유를 통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 벌금 등의 형벌과 수출입 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각국의 자발적인
이행과 집행노력이 필요한 것이다(방효식, 2012).
<표 1>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구 분
핵공급국
그룹
(NSG)

호주
그룹
(AG)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MTCR)

바세나르
협약
(WA)

설립
설립목적
연도

통제대상
물자와 기술

설립배경

참여 한국
국수 참여

1978

⋅1974년 인도의
핵실험,원유가
핵무기
상승에 따른
확산방지
국제사회의
원자력 도입
분위기 확산

⋅핵무기 물질 및 장비 89개
품목
⋅핵관련 이중용도 장비, 물질,
기술 67개 품목

46

1995

1985

⋅1984년유엔특별
사찰단에 의해
생⋅화학
이라크가 대
무기확산
이란전에서
방지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54개 이중용도 화학 전구체
및 이중용도 화학무기 관련
생산 설비
⋅인간,가축,식용식물에 영향을
주는 94개 병원균과 독소 및
이중용도 생물학적 생산설비

41

1997

⋅제1품목:로켓체제 완성품
(탄도 미사일, 우주발사체,
관측로켓 포함),및 무인항공
체계(순항미사일 체계, 표적
기, 무인정찰기 포함)
⋅제2품목: 제1품목체계에 사용
되어질 수 있는 완전한 하위
체계 및 특수 설계된 이들의
생산설비와 장비들
⋅이중용도품목⋅기술

34

2001

⋅196개 재래식 무기류: 총기,
무기류, 탄약, 탱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등
⋅541개 이중용도 품목⋅기술:
신소재,소재가공,전자,컴퓨터,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전자
공학, 해양기술, 추진장치
(상기 품목의 개발,생산,운용
을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41

1996

1987

1996

미사일
기술확산
방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국제사회의
미사일 개발
움직임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1994년 COCOM
품목⋅기
의 해체
술확산
방지

출처 : 전봉근(2005),「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현황과 전망」,『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
구원, 전략물자 시스템,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www.yestrade.go.kr)(검색일: 2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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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추진과정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1992년 대외무역법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1). 1992년 12월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제24조의 3은 전략물
자의 수출입통제를 보다 명료하게 추진하였으며, 2003년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국제 수출통제품목 이외의 물품, 기술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
가 있는 경우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도입하였다(무역협회,
2005). 2006년 5월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주로 대외무역법(제21조), 동법
시행령(제39조∼제45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법적

기반은

‘대외무역법(법률

제12285호,

2014.1.21, 일부개정)’이다. 또한 ‘대외무역법’에 부수하여 ‘대외무역법시행령(대통령
령 제26774호, 2015.12.30)’, ‘통합공고’ 등을 통해 일반적인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련
통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 수출허
가권자로서 포괄적인 수출허가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통제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품목과 기술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이 수출허가권을 가진다(이지석, 2006).
이러한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 수입에 허가,
승인, 추천, 확인, 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이다(이장희, 2005). 그리고 부정한 허
가 또는 허가받지 않고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 3배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하고(대외무역법 제54조), 수출입허가 등 위반, 외국 부적격거래자와 수출
입한 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략물자 수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시행령
제45조). 한국은 1995년에 NSG, 1996년에 WA, 1997년에 AG, 2001년에 MTCR에 가
입하여 4개의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하고 있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함으로서 외형적
으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이석기 외2, 2003).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큰 새로운 흐름 중의 하나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
도(Compliance Program: CP)의 강화와 기업인증제의 도입 움직임을 들 수가 있다.
특히 자율준수제도는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 및 수요자 확인의무를
1)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라는 용어는 1987년 당시
COCOM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6년 12월 31일 종전 무역거래
법, 수출조합법, 산업설비 수출촉진법이 동시에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대외무역법이 제정되
었다. 따라서 1987년 상반기는 제정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입안하던 시기였다
(방효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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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캐치올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서
민교, 2007). 2007년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2003년 도입된 캐치올 통제(2종 전략물
자 수출허가)가 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전에는 캐치올 통제를 수출허가에 포함하여 운영하였지만, 2007년부터는 이를 수출
허가가 아닌 상황허가로 별도로 구분하였다(정웅, 2011).

Ⅲ.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정책 분석틀

1. 롤랑 바르트의 의미작용 모델
현대 기호학은 소쉬르(F. Saussure)와 퍼스(C. S. Peirce)의 선구적인 작업에서 출
발하였으며, 먼저 소쉬르에서 그레마스(A. J. Greimas)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구조주
의 계열이 있고, 다른 하나는 퍼스의 관념들을 기초로 하는 에코(U. Eco) 등의 이론
이 있다. 소쉬르와 퍼스의 영향을 받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기호론 요강’
에서 사회적 기호로서의 구조와 의미로 발전하게 된다. 롤랑 바르트에 의하면 기호
는 일차적으로 ‘외연적 의미(denotation)’의 단계로서, 기호는 상식적이고 명백한 의
미로 작용하여 그 의미가 표면상으로 쉽게 이해된다. 두 번째 의미작용은 ‘내연적 의
미(connotation)’의 단계로서 기호는 사용자와 사용자가 속한 문화 내의 사회⋅정서
적 가치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진다. 이 단계에서 바르트는 기호가 작용
하는 심층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신화의 개념을 도입하였다(이지석, 2016).
바르트는 신화도 하나의 전달체계이며 또한 의미작용의 양식이라고 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의미작용의 기호학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바르트의 신화개념
은 사회에 널리 펴져 있는 지배적인 사상,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연계된다. 바르트
의 신화적인 파롤(parole)은 문자언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표상(사진, 영화, 기사, 스
포츠, 광고 등)들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 해석의 분석틀로 바르트의 외시
의미체계와 공시의미체계를 광고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언어적 설
명이 없는 시각적 메시지는 파롤이 없는 시각이미지로서 이미지 안에 기표와 기의가
존재하게 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분석을 위한 매트릭스는 함축의미에서 기표(Sr)는
폼(form)으로 기의(Sd)는 컨셉트(concept)로 표현된다(이지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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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롤랑 바르트의 의미작용 모델
외시의미

Sr(기표)

Sd(기의)

Sr(기표) - form

함축의미

Sd(기의) - concept

기호(의미작용)

신화

주: Sr(Signifier): 기호표현, Sd(Signified): 기호내용

2.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그레마스(A. J. Greimas)는 기호와 의미, 신화, 문화 등의 연계성에 주목하는 유럽
의 기호학은 기호의 구조를 중심으로 풀어 가는데, 이들 기호의 구조 부문을 체계적
으로 분석한 학자이다. 그레마스는 기호들의 구성체를 텍스트라고 하고, 이러한 텍
스트는 각각의 단계별 구조의 관계 속에서 심층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고 보았
다. 그레마스는 소쉬르의 기호의 이원적 구조를 탈피하고 보다 복잡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에 착안하여, 이를 ‘기호사각형(semiotic square)라고 했
다. 그는 소쉬르의 의미생성의 ‘대립적이고 이중적인 이중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다
양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다중구조의 복합구조를 생각해 냈다.
기호사각형은 의미 작용의 기본 구조를 표상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모사물로 간
주될 수 있으며, 의미론적 범주의 논리적 분절을 가시적으로 표상한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 기호사각형은 하나의 의미 실질 혹은 의미 범부가 분절된 양상을 시각적으
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 관계는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되는데, 첫째, 두 축인 S1(백)과
S2(흑), -S2(비흑)와 -S1(비백)은 반대관계이고, 둘째, 두 사선축인 S1과 -S1, S2와 -S2
는 모순관계를 의미하며, 셋째, 두 수직축은 함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3>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S1(백)

(가로: 반대 관계)

S2(흑)

모

(세로: 함의관계)
순

-S2(비흑)

-S1(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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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사각형을 통해 표현되는 의미 범주는 소쉬르가 말한 의미에서 ‘가치 체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 효과들은 단지 관계들의 분절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미는 정태적으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또한 의미
를 파악하거나 생산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효과는 변형을 겪는 동적인 과정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심층에서 기호사각형의 형태 부문을 구성하는 관계뿐 아니라
이 관계들이 겪는 기본적인 설화 변형을 함께 파악해야 심층에서 실현된 의미를 제
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기호사각형에서 ∞과 같은 형태를 그리는 통사 조작은
순서와 방향이 정해져 있다. S1에서 S2로의 이행은 -S1을 거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S2에서 S1의 이행은 -S2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S1→-S1
→S2와 S2→-S2→S1은 기호사각형 내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적인 행정이다(이지석,
2013).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정부의 정책수요 가치판단에 활용하게 되면, 법 규정에
포함된 경우에는 허락을 하지만 그 범주에서 벗어나면 정책수요를 거부하게 된다.
법 규정에는 포지티브 정책과 네거티브 정책이 있은데, 포지티브 정책은 규정에 포
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네거티브 정책은 그 범주에 있는 경우에
는 거부하고 나머지는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창업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포지티브 정책으로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되면 정책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를 기호사각형으로 살펴보면, 규범적 가치(명령지시)의 반대편에는 자연적 가치(거
부)가 있으며 규범적 가치의 대각선에는 비-규범적 가치(수의성)가 있고 자연적 가치
(거부)와 비-자연적 가치(허가성)로 범주화할 수 있다(이지석, 2013).
<표 4> 정책수요 가치의 기호사각형
규범적 가치
(명령지시)

자연적 가치
(거부)

비-자연적 가치
(허가성)

비-규범적 가치
(수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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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기호학 분석

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의미작용 모델
본 장에서는 롤랑 바르트의 기호적 의미 작용모델을 전략물자 수출통제(전략물자
관리원) 제도의 브랜드 이미지에 적용하여 의미작용 구조와 신화적 함축 의미를 살
펴보기로 한다. 어떤 시각적 이미지는 자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보다 직접적이
고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또는 언어 수사적 표현으로 수신자를 감동시키기
위해 문자화된 메시지를 사용한다. 바르트가 제시한 의미작용의 체계와 신화 개념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브랜드의 의미 분석을 위한 중심적 모델이다. 이 모델을 통해 브
랜드 정체성을 이루는 기표(심벌)가 어떤 의미를 수신자인 수출기업들에게 전달되는
지를 살펴보고, 그 메시지의 형태가 갖는 기호학적인 구조와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
를 도출하고자 한다.
<표 5> 전략물자 수출통제(전략물자관리원)의 브랜드분석 매트릭스
외시의미

Sr(기표)

Sd(기의)

k⁀i, 글씨

k⁀i(기업보호,국제평화)
Sr(기표) - form

Sd(기의) - concept
블루와 오렌지 컬러의 두 개의 선이
블루와 오렌지 컬러의 두 개의 선이 ‘K'에서 ’I'로 호 ‘K’에서 ‘I’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호는
함축의미 로 연결되어 있으며, 검은색으로 ‘kosti’는 기울임 글 전략물자 관련기업을 보호 및 지원해
씨체와 ‘전략물자관리원’이란 고딕체 글씨체로 이루 주고 국제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글로
어져 있음
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을 표현함
기호(의미작용)

신 화

전략물자관리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전략물자관리 전문기관이라는 것을 부
각시키고, 전략물자관리원과 우리 수출기업들의 전략물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대외경쟁
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정부는 전략물자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무역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에 전략물자관리원 설립근거(대외무역법 제29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를 마련
하고 동년 6월에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였다. 전략물자관리원의 심벌마크 디자인
은 블루와 오렌지 컬러의 두개의 선이 ‘K’에서 ‘I’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된
호는 전략물자 관련기업을 보호 및 지원해 주고 국제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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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갖춘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느낌의 로고
를 사체로 정리하여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기관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
호의 의미작용은 전략물자관리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전략물자관리 전
문기관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전략물자관리원과 우리 수출기업들의 전략물자를 안
정적으로 관리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2016년도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홍보를 위한 TV광고를 방영했다.
NA: (자막: 테니스 라켓에 사용되는 탄소섬유)
어린아이: 이걸로 미사일을 만든데요.
남자성우: 대부분의 나라에선 운동을 어떤 나라에선 미사일을 만듭니다.
(자막: 전구의 필라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텅스텐)
어린아이: 핵폭탄이 되면 큰일이에요.
남자성우: 대부분은 어둠을 밝히지만 어떤 나라에선 핵폭탄을 만듭니다.
(자막: 어떤 나라에서는 핵폭탄을 만드는데 쓰입니다.)
남자성우: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
(자막: 전략물자 수출통제=국제무역규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남자성우: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자막: 안전한 무역으로 가는 길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그림 1> 전략물자 수출통제(전략물자관리원)의 TV광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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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기호사각형 분석
2016년에 출시된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TV광고는 ‘전
략물자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무역진흥에 기여’한다는 주제로 전략물자의 의미과 중
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TV광고에서는 탄소섬유와 텅스텐이 테
니스라켓과 전구로 쓰는 것이 이중용도(Dual-use Item)로 사용되어 미사일이나 핵무
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장에서는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응용한 정책수요 가치의 기호사각형 모델
을 활용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를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kosti)'의 전략물자 TV홍보자료와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략물자’, ‘자율준수’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한다. 먼저 ‘전략물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핵무기, 생화학무기, 이들 무기의 운
반수단인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재래무기 및 이중용도품목’을 의미한다. 다자간
통제체제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획득,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완제품, 재료, 부품, 제
조설비, 검사장비, 기술 등을 통제리스트로 통하는데 이를 ‘전략물자’라고 한다(이지
석, 2006).
한국은 2004년 8월에 정부의 요청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전담기구를 무역협회에
설립했다. 2007년 1월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설립근거(대외무역법 제29조 전략물자관
리원의 설립)를 마련하고 동년 6월에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으로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제19조), 전략물
자의 판정(제20조), 전략물자에 대한 이동중지명령(제23조), 전략물자 등의 중재(제
24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제2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제1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정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함)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으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
고 되어 있다. 현재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바세나르협정(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4개
그룹들은 수출통제 대상품목을 구체화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에게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요구한다(정다혜, 2014).
그리고 정부정책의 속성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을 규범적으로 범위를 지정하
는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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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업종 범위 내에서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첫째, 전략물자 분야로 수출통제를 받던 업종이 상황
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S1: 비-전략물자)가 있고, 둘째, 새롭게 개발되어
일반물자로 분류된 업종이 이중용도로 전략물자에 신규로 포함되는 분야(-S2: 비-일
반물자)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종에 대한 의미생성의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 먼저, S1(전략물자) →
-S1(비-전략물자) → S2(일반물자) 순으로 전략물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더 이
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받지 않는 분야는 제외해야 하며, 둘째, S2(일반물자) →
-S2(비-일반물자) → S1(전략물자) 순으로 새롭게 개발되어 일반물자로 분류되지만
이중용도로 인해 전략물자로 활동될 수 있는 업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표 6>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기호사각형 의미생성(1)
S1(규범적가치)
(명령지시: 전략물자)

S2(자연적 가치)
(거부: 일반물자)

-S2(비-자연가치)
(허가성:비-일반물자)

-S1(비-규범가치)
(수의성: 비-전략물자)

한국은 기업들의 글로벌경영 전략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추진
하는 경제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자간무역협상 및 국제무역규범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지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전력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
규범이나 국제기구의 정책결정들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규범이나 뉴 라운드에 대해 적극적인 통상외교 정책을
우리들의 주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자율준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무역법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1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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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를 자율준수거래자로 지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외무역법 제25조 제2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거래자는 자율적으로 관
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자율준수제도는 무역거래자에 있어서 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를 위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0조(자율준수체제의 정의 및 운영원칙) 제1항에는
‘자율준수체제’라 함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에 따라 수출거
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
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제2항에서는 자율준수체제는 해당 무역
거래자의 사업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구성․운영하되, 자율준수관리기구를 영업부문
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수출관리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
고책임자로부터 실무담당자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표 7>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기호사각형 의미생성(2)
S1(규범적가치)
(명령: 자율준수)

S2(자연적 가치)
(거부: 타율준수)

-S2(비-자연가치)
(허가: 비-타율준수)

-S1(비-규범가치)
(수의성: 비-자율준수)

한국은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며 기업주도의 수출관리를 장려하고 있지만 현재까
지는 규모, 업종, 전략물자의 취급률 등 기업별 무역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정요건으로 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의 자
료에 따르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추이는 2007년 24개 업체, 2008년 33개, 2009년
34개, 2010년 32개, 2011년 20개, 2012년 35개, 2013년 23개 등으로 전체 무역업체
의 극히 일부 수출업체들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서 어떤 수출업체가 자율준수거래자로 지정되었을 때는
S1(명령: 자율준수)의 포지션에서 자율적으로 자사의 수출품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 18 -

이지석·김태명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사적고찰 및 기호학적 분석

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현재와 같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추이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자율준수가 아니라 –S1(수의성: 비-자율준수)이란
포지션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기호사각형 의미생성 과정에서 –
S1(수의성: 비-자율준수)은 결국에 S2(거부: 타율준수)로 이동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과 같은 기관에 의해 결정되거나, 아니면 자사의 수출품이 전
략물자 수출통제 대상품목인 줄 모른 채 수출을 진행하다가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한국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자율준수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중심으로 교육, 홍보,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자율
준수제도에 가입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허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
례를 받게 된다. 첫째,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아
닌 기업과 차별화를 부여하고, 둘째,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일부 서류제출의 면제와
같은 편의성을 주고, 셋째,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최종사용자가 신청자의 해외본사
또는 해외 현지법인일 경우에는 일부 서류제출을 면제하게 되며, 넷째, 이전 포괄수
출허가 동일 품목의 동일 최종 수하인에게 수출시 서류 일부를 면제하며, 다섯째,
일부의 경우 중개허가의 면제와 함께, 여섯째,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가입
하고 있는 국가에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을 동일 최종사용자에게 수출시 수출허가 처
리기간을 단축시켜 준다(정다혜, 2014).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수출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로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지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타율적 전략물자 수출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식이 편리하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기
호사각형 의미생성 과정을 S2(거부: 타율준수)에서 –S2(허가: 비-타율준수)로 이동시
키고 결국에는 명실상부한 S1(명령: 자율준수)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준수제
도에 대한 의미생성의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 먼저, -S1(비-자율준수) → S2(타율준
수) → -S2(비-타율준수)→ S1(자율준수) 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수출통
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책운영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제무역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해 기호
학적인 분석틀을 활용하여 정책의 의소인 ‘전략물자’와 ‘자율준수’에 대해 기호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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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와 법령에 내재되어 있는 주
요 개념인 ‘전략물자’와 ‘자율준수’이라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변
화나 주변 환경 요인으로 인하여 변화한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롤랑 바르트의 의미작용 모델과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모델을 활용하
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롤랑 바르트의 기호적 의미작용 모델을 활용하여 전략물자관리원(kosti)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브랜드는 블루와 오렌지
컬러의 두 개의 선이 ‘K’에서 ‘I’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연결된 호는 전략물자 관
련기업을 보호해주고 지원해 주고 국제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호의 의미작용은 글로벌 경영전
략을 추구하는 한국으로서 국제무역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
도를 정착시켜 우리 수출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핵확산 통제
강화를 위한 조약 개정, 미사일 비확산 조약 제정 및 검증기구의 설립, 유엔안전보
장이사회의 입법기능의 확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보편성 개선 등이 있다(이
상옥, 2011).
둘째, 첫 번째 의소(전략물자)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기호사각형 모델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전략물자에 대한 기호사각형 의미생성 과정을 분석해
보면, 한국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
략물자 수출통제 업종에 대한 의미생성의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 먼저, S1(전략물자)
→ -S1(비-전략물자) → S2(일반물자) 순으로 전략물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받지 않는 분야는 제외해야 하며, 둘째, S2(일반물자) →
-S2(비-일반물자) → S1(전략물자) 순으로 새롭게 개발되어 일반물자로 분류되지만
이중용도로 인해 전략물자로 활동될 수 있는 업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기호사각형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두 번째 의소(자율
준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략물자 자율준수에 대한 기호사각형 의미생성 과정을
분석해 보면,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업종 범위 내에서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첫째, 전략물자 분야로 수출통제를 받던 업종이 상황
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S1: 비-전략물자)가 생겨나게 되고, 둘째, 새롭게
개발되어 일반물자로 분류된 업종이 이중용도로 전략물자에 신규로 포함되는 분야
(-S2: 비-일반물자)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정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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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의미생성의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 먼
저, -S1(비-자율준수) → S2(타율준수) → -S2(비-타율준수)→ S1(자율준수) 순으로 전
환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책운영 등을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두 가지 의소(전략물자, 자율준수)에 대해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모델
로 분석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정책의 수요자인 수출입 업체들의 현장 목
소리를 항상 경청하여 실질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서 전략물자 대상 업종의 선정
에 대한 유연성을 개선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실질적인 무
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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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and related laws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system, which has recently become an international trade norm, by using the
semiotics square of Greimas and Roland Barthes' semiotics model. The signifier and
signified of the policy term "self compliance" and "strategic item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symbol system,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trade through stable
management of strategic items,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trade policy. First, by
analyzing the image of brand identity of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kosti) using Roland
Barthe's symbolic semiotics model, two lines of blue and orange color are connected
from 'K' to 'I'. The issue expresses the role of a strategist who has the global
competitiveness to protect and support strategic companies and contribute to international
peace. Second, analyzing the process of creating the semiotics square for the first
case(strategic items), the Korean government must carry out a change of meaning
production for the strategic export control sector in order to activate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do. Third, in order to activate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eaning generation of the compliance
system. Therefore, education, promotion, and policy management of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to switch from -S1(non-self compliance) to S2(another order)
→ -S2 (non-another order) → S1(self compliance).
<Key Words>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kosti), Semiotics, Semiotics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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