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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EU 공급망 실사 (Supply Chain Due Diligence) 지침 (Directive) (지속가능무역 관련 입법 동향)
•

도입 배경

•

도입 일정

•

EU 회원국 공급망 실사법 도입 현황

•

EU 공급망 실사 지침 채택 시 예상되는 핵심 논의 사항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2. 기존 무역협정 이행 및 무역구제 조치 강화 (공정경쟁 관련 동향)
• 기존 무역협정 이행 강조

• 무역구제 조치 강화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3. 시장감시 규정 (기타 규제)
•

도입배경

•

주요내용

•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4.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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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도입 배경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노동 등) 관련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권고하나, 그 이행은 기업의
자발적 (voluntary) 참여에 의존
• OECD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 ILO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삼자 선언
• EU 집행위 보고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급망 실사 접근법이 불충분하다고 결론 (2020.2.20)
• 설문조사에 응한 334개의 업체 중에 37%만이 인권 관련 공급망 실사 의무를 이행한다고 결과
• Study on due diligence requirements through the supply chain
• 2020.4 EU집행위 법무총국 (DG JUSTICE) 집행위원 Didier Reynders 은 EU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 공언
•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를 제도화
• EU 그린딜의 “지속가능성” 목표와도 부합 (지속가능성은 기업 경영의 핵심축이 되어야 함)
• 도입 목표: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 규범 도입
• 지속가능성을 기업 경영의 핵심축으로 강조 (단기 금전적 이익이 아닌)

• 강제적인 (mandatory) 환경, 노동, 인권 관련 공급망 실사 의무화
• 공급망 실사 이행 실패 시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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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도입일정
2020.6.30 – 2020. 10.8: EU 집행위, 초기영향평가 발표 및 피드백 세션 진행
2020.10.26 – 2021.2.8: EU 집행위, 온라인 공청회 (의견수렴 절차) 진행

• 한국무역협회도 의견서 제출
• 현재 EU 집행위는 제출된 의견서 검토, 입법안 준비 중
2021.3.11 : 유럽의회, EU 공급망 실사에 대한 결의안 채택
2021 제2분기: EU 집행위, EU 공급망 실사 지침 입법안 발표
2021 제3분기 – 2023 (예상) : EU집행위, 유럽의회, EU이사회 협의 (trilogue) 후 법안 확정
2023 – 2024 (예상) : EU 회원국, EU 공급망 실사 지침 (directive)를 국내법으로 비준 (transposition) 시작
2024 : EU 공급망 실사 지침 (directive)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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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입법 절차

EU집행위, 유럽의회, EU이사회
3자 협의 (trilogue) 후 법안 확정
EU집행위, 법안 발의

EU 회원국, 국내법으로
비준 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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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EU 회원국 공급망 실사법 도입 현황 (소수 회원국만 도입 중, 규제 내용 상이)
• 영국: 현대판 노예제 (modern slavery) 근절을 위한 강제적인 공급망 실사 의무화 (2015.10 시행)
• 적용: 영국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중 연간 매출 (annual turnover)이 GBP 3천6백만 (36 million) 인 기업
• 의무: 기업은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 등) 근절을 위한 공급망 실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행여부 및 적발사항 등을
기술한 성명서 (statement)를 매 회계연도에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
• 처벌: 위반 기업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 처벌 조항은 없음
• 2021. 1 영국 정부는 처벌 조항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언급
• 네덜란드: 아동 노동 (child labor) 근절을 위한 강제적인 공급망 실사 의무화 (2020.1 시행)
• 적용: 네덜란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 (네덜란드 설립 유무와 무관)
• 의무: 기업은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공급망 실사조치를 취하고, 이를 감독기구에 통보해야 함
• 처벌: 감독기구 통보 실패 시 범칙금 부과, 5년 내에 2번 이상 위반사항 적발 시 이사진 형사 처벌
• 독일: 인권 (human right) 위반 근절을 위한 강제적인 공급망 실사 의무화 (2021.3 연방정부 법안 채택)
• 적용: 독일 내 설립된, 피고용인 3,000 명 이상의 기업에 적용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
• 의무: 기업은 인권 위반 (아동 노동 인신매매 등) 근절을 위한 공급망 실사조치를 취하고 (위험 분석, 성명서 채택,
시정조치, 불만처리 절차 등), 이를 감독기구 (경제수출관리청, BAFA)에 통보해야 함
• 처벌: 위반기업은 EUR 800,000 범칙금 부과 및 최대 3년간 공공입찰 참여 금지
• 연매출 4억 유로 이상 기업은 최대 연매출액 2%의 범칙금도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조항은 없음

• 도입일정: 연방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 (일부 내용 수정 가능) / 2023.1.1 시행
6

Reed Smith

Confidential

EU 공급망 실사 지침
EU 공급망 실사 지침 채택 시 예상되는 핵심 논의 사항
• 적용기업 범위 (규모): 대기업만 포함 /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
• DG JUSTICE: 중소기업도 포함. 단, 공급망 실사의무의 일괄적 적용은 아님
• 대기업에 좀 더 엄격한 규제 적용할 가능성
• 적용기업 범위 (EU 설립여부): EU내 설립된 기업에만 적용 / EU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
• DG JUSTICE: EU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 고려 (EU 회원국 내 설립 유무와 무관)
• 단, 非 EU기업에는 EU 단일시장 내 연간 매출 (annual turnover)이 적용범위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음
• 공급망 실사 내용: 노동, 인권에 한함 / 노동, 인권, 환경, 기후변화 포괄

• DG JUSTICE:노동, 인권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 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변화 (파리기후협정 등) 도 포함
• 공급망 실사 범위: 기업 자체의 활동 / 공급망 내 직접계약 당사자 (direct supplier) / 간접 공급자 (indirect supplier)
• DG JUSTICE: EU 역외에서 활동하는 간접 공급자까지 포함하는 방안 고려
• 단, 간접 공급자에 대한 공급망 실사 내용은 위험도 분석 (risk analysis)로 제한될 가능성
• 공급망 실사 의무: 위험 관리, 위험 분석, 위반 사항이 없다는 성명서 채택, 감독기구에 통보, 시정조치 등의 강제적인 의무
• 법적 책임 유형: 과징금 부과 /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 처벌
• 각 EU 회원국에서 법적 책임을 규제할 가능성이 큼 (EU 회원국 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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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EU 공급망 실사 지침 도입에 대한 EU 현지 반응
• EU 경제단체 (BusinessEurope): 유럽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
• 강력한 공급한 실사 의무는 문제 지역에 공급자를 갖고 있는 유럽기업으로 하여금 노동/환경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 지역에서 철수하도록 유인할 것으로 예상

• 노동/환경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제3국 업체에게만 이득이 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 표명
• 스웨덴 기업연합 (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 EU 회원국의 기업 경영을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 EU 기업 이사회 협회 (European Voice of Board Members): 본 제도는 보호무역주의의 성향을 띄며, EU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EU 브랜드협회 (European Brands Association):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 도입을 지지
• EU 시민단체 (ClientEarth, Global Witness 등):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 도입을 지지
• 유럽의회: 2021.3 공급망 실사 지침을 지지하는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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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강제적인 공급망 실사 규범은 한국 기업의 노동, 환경 관련 생산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 발생
• 본 제도의 의도와 무관하게 새로운 비관세장벽, 보호무역조치로 변질될 가능성

• 본 제도는 공급망 실사 점검 및 이행과 관련된 행정적 부담과 관련 규정 준수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노동, 환경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요구 등 행정적 부담 및 관련 비용 증가
• 한국 기업이 원청 업체일 경우, 모든 납품 업체의 노동, 환경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시정해야 함
•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환경에서 원청 업체가 모든 납품 업체의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큰 부담
• 한국 기업이 납품 업체일 경우, 노동, 환경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원청 업체에 이에 대해 통보해야 함

• 노동, 환경 관련 규정 준수 또는 시정 실패 시, 원청 업체의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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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 EU 집행위의 EU 공급망 실사 지침 입법안 발표 후 입법안 분석 및 향후 입법 과정 모니터링
•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협의 (trilogue)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큼
• EU 정책 입안자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 기업의 입장 전달 및 정책 방향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자발적 이행을 권고하는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노동, 환경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구 규범을 바탕으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
• OECD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 ILO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삼자 선언 (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2017)
•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가이드라인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 EU 분쟁지역 광물 규정은 (Regulation 2017/821) OECD 분쟁광물에 대한 공급망실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계
(2021. 1 시행)
• 위험 관리, 위험 분석, 시정조치, 제3자에 의한 감사
• 공급망 실사 이행결과/감사결과를 감독기구에 통보 및 연간보고서 형태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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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 노동, 환경 공급망 실사 관련 사내 정책 및 규칙을 내부적으로 확립
• 노동, 환경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포괄적인 감독 활동
• 원청 업체 자체의 활동 및 납품 업체에서 노동,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감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 및 위험관리 체계 확립
• 노동, 환경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한 위험을 미리 분석하여,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
• 노동, 환경 관련 규정의 위반 사항 적발 시 신속하게 시정
• 향후 EU회원국 감독 기구와 원활한 소통채널 확보
• EU 공급망 실사 지침뿐만 아니라 이를 비준한 EU-27 회원국 규정도 함께 숙지
• EU 공급망 실사는 지침(directive)의 형태로 채택될 예정이므로 EU-27 회원국마다 처벌 규정 등이 다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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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OECD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공급망 실사 절차
• 노동, 환경 공급망 실사 관련 사내 정책 및 규칙을 내부적으로 확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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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이행 및 무역구제 조치 강화
기존 무역협정 이행 강조
• 2020. 7.24 수석통상감찰관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직제 신설
• 2019. 7.5 한국의 ILO 핵심조약 비준 실패 등을 이유로 한-EU FTA 하 지속가능한개발 (TSD) 챕터 하의 패널 절차 설립 요청
• EU가 FTA 하 TSD 챕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쟁해결) 패널 절차 설립을 요청한 첫 사례
• 2021. 1.20 패널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노력조항으로, 한국이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
• 향후 수석통상감찰관 총괄 하에 통상교역국의 FTA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가능성 큼

무역구제 조치 강화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 EU 집행위, 최근 우리 기업을 타겟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 (2021.2.18/한국산 고흡수성수지, 2019.10.10/한국산 중량감열지)
• 주로 중국 기업을 타켓으로 반덤핑, 보조금 조사 개시
• 우리 기업을 타켓으로 개시된 반덤핑 조사는 2004년 이후 총 12건
• 향후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하는 반덤핑 조사가 증가할 가능성

• EU 업계가 반덤핑 조사 개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EU 집행위가 검토 후 조사 개시 결정
• EU 집행위는 타켓 기업, EU 업계의 의견과 증거를 모두 분석한 후에 반덤핑 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므로, 타켓 기업은
EU 집행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것이 중요
• 2021.2.26 EU 집행위, 철강 세이프가드 4차 재심 개시
• 2018.7 부터 시행, 2021.7 만료 예정인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 검토 중
•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시 WTO 규범 위반 (Dombrovskis, 세이프가드 대신 반덤핑, 상계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EU
철강업체 보호 가능성 언급)
• EU 집행위, 2021.6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 최종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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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 규정 (2021.7.16 시행 예정)
도입배경
• 해외직접구매 등 B2C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非EU기업이 공중보건, 환경, 안전 등과 관련 EU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非EU기업의 對EU B2C 수출상품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19. 6. 25 시장감시 및 제품준수에 관한 규정 (EU Regulation
on Market Surveillance and Product Compliance) 발효 / 2021.7.16 시행 예정

주요내용
• EU 공중보건, 환경, 안전, 소비자 보호 관련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관 거절 등으로 EU역내 상품 판매가 불가능

• 非EU 기업은 EU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관리자를 EU 역내에 설립, 관리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해야함
• 관리자 조항은 18개 상품에만 적용: 건축자재(Construction Products),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기계류 (Machinery), 장난감류(Toys) 등
• 관리자 자격: ① EU내 설립 제조업체 (Manufacturer), ② EU 내 설립 제조업체가 없을 경우, EU 내 설립 수입업체
(Importer), ③ 제조업체가 감독 업무를 위임한 지정대표자 (Authorized Representative) 또는 ④상기 언급된 관리자가
없을 경우, 수입 대행업체 (Fulfilment Service Provider)가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관리자 감독업무
• 관련 EU 규정이 제품 적합성 또는 기술성능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관련 증명서를 관리하고 EU 회원국 감독기구 요청
시 제출해야 함
• 관련 EU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각 시정하거나 제품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리콜)
• 위반 시 제재사항
•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독기구는 시정 명령으로 위반 제품의 EU 역내시장 유통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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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기구는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리자에게 관련 행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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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 규정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시장감시 규정 시행 전
• 관리자 조항이 적용되는 18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2021.7.16 전에 관련 EU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관리자를 지정
• 영국에만 제조업체 및 판매법인이 있는 경우, EU 회원국 내에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
• 관리자는 관련 EU 규정의 준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시장감시 규정 시행 후
• 관리자는 관련 EU 규정에 따라 제품 적합성 또는 기술 성능 증명서를 확보, 감독기구 요청이 있으면 제출
• 향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독기구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
• EU 회원국 감독기구의 시정 명령으로 위반 제품의 유통이 금지되고 이미 유통된 위반 제품도 즉각 리콜 조치될 수
있으므로 감독기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15

Reed Smith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김 진우 변호사
ReedSmith
벨기에 브뤼셀
jwkim@reedsmith.com

김 진우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해결제도, EU 무역구제, 관세,
브렉시트 (Brexit) 등의 국제통상
전문성과 한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유럽시장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