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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거래는 ‘정부’가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서로 다른 두 정부 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

이며, 정부간 거래제도란 일반적으로 판매국 정부 혹은 정부기관이 판매국 기업을 대신하거나 기업과 함께 구

매국 정부와 수출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의 글로벌화 전략으

로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정부간(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ㆍ수주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동 기고

문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현행 정부간 수출계약 제도의 개선과제로 양자계약 체결의 어려움과 제도적 안정장

치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정부간 거래제도를 통상에 적극 활용하는 해외사례(캐나다, 영국, 뉴질랜드)를 조

사하여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정부간 수출계약 제도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별로 살

펴보면 캐나다는 양자계약에 특화된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고, 영국은 대외협상 창구역할을 하는 정부부처

를 내세우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노하우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 기

고문의 말미에는 해외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간 거래제도의 활용확대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개선 및 단

일창구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정부간 거래, 통상,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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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간 거래제도의 정의 및 
특징

1. 정부간 거래제도의 개념

정부간 거래제도란 일반적으로 판매국 정

부 혹은 정부기관이 판매국 기업을 대신하거

나 기업과 함께 구매국 정부와 수출협약 또

는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국제교역에 있어서 계약서 혹은 협약

서상의 책임과 주체는 정부가 담당하고 실질

적인 계약의무와 이행은 기업이 부담하는 거

래형태를 총칭하고 있다(안영수 외, 2014).1 

국내 방산 분야에서는 정부간 판매라는 용어

를 사용하기도2 하지만, 동 기고문에서는 해

외의 제도를 많이 다룰 예정이므로 국내 기

존 연구의 용례를 참고하여 정부간 거래제도

(GtoG Transaction)로 사용하기로 한다.

정부간 거래제도는 무역의 주체에 따른 분

류에 있어서 국영무역(State basis trade)에 

속한다. 국영무역은 국가가 무역의 주체가 

되어 국가의 계획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무역, 정부무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무역(Public Trade)은 국가의 공공

기관이 무역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며, 정

부무역(Government Trade)은 정부가 무역

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다(김진환, 유관현, 2018).3 

따라서 정부간 거래제도는 국가별 운영 형태

에 따라 정부 조달시장의 공무역 혹은 정부

무역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부간 거

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1 안영수 외, 정부간 거래(GtoG)의 부상과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방안–방위 및 공공보안산업을 중심으로(2014), p.14

2 대통령 훈령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3호

3 김진환, 유광현, 무역실무(2018), p.3



정부간 거래제도(GtoG Transaction) 활용방안에 관한 고찰   213

Assistance, ODA)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즉, ODA와 같은 해외

원조사업은 1차적으로 수원국의 경제발전, 

빈곤퇴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도적 동

기를 바탕으로 하지만, 정부간 거래는 민간

외교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던 행정서비

스나 정책노하우 등을 정부간 거래를 통해서 

유상으로 해외에 판매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ODA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한인섭 외, 

2017).4

정부조달 부문의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거

래를 보장하기 위해 WTO GPA5 가입국6은 

조달 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이다.7 그러나 안보 관련 물자는 동 협정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에 해당되며, 안보 관련 

물자가 아닌 경우도 예외를 두고 있어 가입

국의 경우에도 정부간 거래제도 활용이 가능

하다.8 따라서 국가 간의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질서의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간 거래제도를 통해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으며, 특히 WTO GPA 미가입

국은 모든 물자를 정부 간 거래를 통해 구매

할 수 있다. 정부간 거래제도의 주요 품목으

로는 방산보안물자가 대표적이며, 그밖에 원

유, 식량 등의 거래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

러한 물자는 국가안보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를 용인하고 있으며 타국과 거래 

시에도 정부간 거래제도 등을 활용하여 공공

성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정부간 

거래제도를 활용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양하다. 먼저 구매국은 계

약이행의 안정성과 제품 품질 및 성능을 보

장받을 수 있다. 판매국은 경쟁국과의 입찰

과정을 생략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시간과 비

용을 절감하고, 국내외 여론을 종합하여 판

매국을 결정할 수 있다. 판매국 기업은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며, 경쟁사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

라 구매국 정부로 인해 발생 가능한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2. 정부간 중개와 정부간 거래

정부간 거래제도는 계약의 형태 및 정부의 

관여도에 따라 정부간 중개(GtoG Interme-

diation)와 정부간 거래(GtoG Contract)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간 중개란 판매국 정부

가 상대국 정부와 판매협약을 체결한 후 이

를 이행할 국내업체가 구매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정부간 중

개 제도는 정부가 법률적인 책임을 우회하면

서 간접적으로 거래를 보증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양국 정부가 상호협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계약은 물자 납품을 이행할 기업이 상

대국 정부와 후속으로 체결하게 된다. 즉, 계

약당사자는 기업과 구매국 정부이기 때문에 

향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은 최종적으로 이행기업에게 

있다. 

4 한인섭, 곽명신, 유연식, 공공서비스의 정부간 거래 활성화 방안: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례를 중심으로(2017), 한국거버넌스
학회보 제24권 1호 p.3

5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6 2020년 2월 기준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EU,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 48개국이다(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홈페 이지 참조)

7 WTO GPA 제5조 일반원칙 참조

8 WTO GPA 제3조 본 협정에 대한 예외, 제13조 수의계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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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정부간 중개와 정부간 거래 비교

정부간 중개 정부간 거래

거래

형태

판매국정부
(판매협약)

↔ 구매국 
정부

기업
계약

↔

기업
계약

↔

판매국

정부(기관)

계약

↔
구매국 
정부

 

특징 ∙ 기업과 구매국 정부간 계약 체결 ∙ 정부(혹은 기관)가 직접 계약당사자로 참여

출처 : KOTRA 작성

원론적인 의미에서 정부간 거래는 ‘정부’

가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서로 다른 두 정부 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

이다(박형돈, 2016).9 실무적으로는 정부 혹

은 정부를 대신하는 기관이 국내기업을 대신

하여 계약당사자 지위를 가지고 구매국정부

와 계약을 체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계약당사자로서 정부간 거래를 

추진하는 행위는 국가채무 부담행위에 해당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정

부가 계약의 주체로서 국가채무 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가 계약당사자일 경우 정부간 거래를 할 때

마다 국가 간 조약체결에 준하는 수준의 법

적, 외교적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간 거래의 

활용 역시 제한적이다.

반면, 정부의 성격을 지녔지만, 정부가 아

닌 국가기관이나 공영법인(Crown Entity)이 

정부간 거래의 당사자가 될 때 활용성은 확

대된다. 첫째, 국가채무행위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법적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둘째, 계약당사자가 판매국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교적 분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셋째, 계

약대금 수령 등 물자 판매를 통한 영리적인 

목적달성과 기업 지원에 유리하다. 따라서 

무역통상에 정부간 거래를 적극 활용하는 국

가들은 정부가 아닌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

을 정부간 거래의 당사자로서 지정하는 경향

을 보인다. 법률적 책임부담에 있어서 정부

간 거래는 정부간 중개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정부간 거래제도라고 할 수 있다. 판매국 정

부 혹은 국가기관이 구매국과의 법적 구속력

을 가진 계약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이다. 막

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구매국의 입장에

서는 상대국 정부 혹은 정부기관을 계약당사

자로 명시하는 정부간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

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국들이 정

부간 거래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

며 국가별로 산업특성과 법률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보인다.

9 박형돈, 한국대외무역법의 정부간수출계약 제도에 관한 연구(2016).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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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정부간 거래제도 
소개

1. 우리나라 정부간 거래제도의 법적근거

우리나라는 방산물자에 대해서 정부간 중

개와 정부간 거래를 모두 추진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방산물자 정부간 

중개를 수행하는 기관은 방위사업청이다. 

2009년 시행된 대통령 훈령 제260호 『방산

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구매국정부와 판매협약을 체

결하여 국내업체를 추천하고 관리하되, 국내

업체가 최종적으로 구매국정부와 방산수출

계약을 체결한다.10 한편, 방산물자와 일반

물자에 대한 정부간 거래는 2014년 개정된 

『대외무역법』제2조, 2011년 개정된『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법』제 10조 및 상기 훈령에 

근거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정부간 수출계약”의 형태로 전담기관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간 수출계약”이란 외국 정부의 요청

이 있을 경우, 『대외무역법』제32조의3제1항

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기업을 대신

하여 또는 국내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등은 제외한다)을 유상(有償)으

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을 말한다.11 『대외무역법』에서는 

방산물자를 정부간 수출계약의 품목에서 제

외하고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12

에는 방산물자도 정부간 수출계약의 물품으

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KOTRA)는 정부간 수출계약을 통해서 방

산물자와 일반물자 모두 정부간 거래로 추진

하고 있다.

2. 정부 간 수출계약 도입 배경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훈련기 수

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3년간 노력하였으

나 UAE와 외교통상관계를 잘 유지해온 이

탈리아가 20억 달러에 달하는 파격적인 경

제협력 제안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최종 수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13 한편, 같은 해에 외

국정부가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물자 정부간 

거래를 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코스타

리카가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길 희망하

여 우리 정부와의 거래를 요청하였으나, 전

담기관 및 관련 법률의 부재로 혼선 끝에 조

달청이 MOU 등으로 협력에 관한 사항을 체

결하고, S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결론

을 내렸다.14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수

주경쟁 경험을 통해 기존의 정부부처·기관별 

분산된 방산물자 수출지원시스템으로는 다

변화된 해외 방산시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10 대통령 훈령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3호

11 즉 대외무역법상 정부 간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은 KOTRA가 유일하다.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 10조의 8.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 (이하 “방산
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13 경향신문, 잘 만든 무기, 잘 팔면 ‘수출 효자’(2009) 참조

14 박형돈, 한국대외무역법의 정부간수출계약 제도에 관한 연구(201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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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작성

그림1 정부간 수출계약 체결 추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고, 2009

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

청 등 관련부처와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

이 참여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내 방산수

출지원 범정부기구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를 출범하였고,15 2018년에는 일반물자 정

부간 거래를 담당하던 기존 KOTRA의 일반

물자교역지원단이 GtoG 교역지원센터로 출

범하였다.

3. 우리나라의 정부간 수출계약 

체결현황16 

KOTRA 내 방산물자교역센터 및 GtoG 

교역지원센터는 2009년 설립 이후 총 

12.94억불, 24건의 정부간 수출계약을 체결

하였다. 품목별로는 방산물자의 경우 총 

10.59억불, 18건의 정부간 수출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일반물자의 경우 총 2.35억불, 6건

의 GtoG 계약(MOU 포함)을 체결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남미(12건)가 가장 많았고, 아

시아(9건), 유럽(3건) 순서로 상대적으로 선

진국보다 중후발국 위주로 정부간 수출계약

을 체결했음을 알 수 있다. 

4. 정부간 수출계약 체결사례 소개

2014년 방산물자ㆍGtoG 교역지원센터는 

훈련기 획득을 희망하는 P국 정부와의 협상

안을 마련하여 5차례 협상을 통해 쟁점사항 

합의 및 계약을 체결하였다. P국 창군 이래 

최대 획득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간 수출

계약 규모로는 최대인 FA-50 12대를 4.2억

불에 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2017년 

3월에는 우리나라 최초 중고 K-9 자주포 수

출 계약(F국), 군용차 등 및 모의 비행장치

(시뮬레이터)의 수출 계약(P국)한 바 있으며,  

’18.3월에는 F국 주변국인 E국에서도 중고 

K-9 자주포 구매의향을 표명하여 유럽에 2

년 연속 중고 자주포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

다. E국 정부는 방산물자ㆍGtoG 교역지원

센터의 철저한 이행관리에 만족하여 2020

년 3월 중고 자주포를 추가로 6대를 구매하

였다.

한편, 2012년 GtoG 교역지원센터는 P국 

15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홈페이지 참고

16 KOTRA 방산물자ㆍGtoG 교역지원센터 자체자료(정부간 수출계약 체결현황)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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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에 1차 지능형 순찰차 800대를 공급

(28백만불)하는 최초의 일반물자 정부간 수

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대외무역법 개정

(2014년) 이전 사례로,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초기에 어려움

을 겪었으나 꾸준한 협상을 이어가면서 계약

을 성공적으로 최종 수주할 수 있었다. P국

은 1차 지능형 순찰차 판매 계약이행에 만족

하여 2015년 2차 지능형 순찰차 2,108대

(82백만불)를 후속으로 구매하였다. 2017년

에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일반물자 정부간 

수출계약인 M국 주정부 스쿨버스 200대 공

급 계약(7.3백만불)을 체결하면서 진출시장

을 중남미에서 아시아로 확대하였다. 2019

년에는 국토교통부와의 개방형 협업으로 인

프라 분야의 최초 정부간 수출계약인 P국 신

공항건설 PMO 프로젝트 계약(약 350억원, 

해당 건설사업 규모 : 약 5,588억원)을 성사

시킨 바 있다.

Ⅲ. 정부간 수출계약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

1. 양자계약 체결의 어려움

그동안 KOTRA는 양자계약 대신 기업과 

공동으로 상대국과의 계약에 참여하는 3자 

계약을 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협

상 경험에 비추어볼 때 대다수의 구매국 정

부는 계약서상 민간기업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부간 거래 전담기관과의 양자계약을 강력

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매국 정부에

서 조달방식으로서 정부간 거래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국 내 자체조달이 불가한 상황에서 

투명한 계약절차를 통해 상대국 정부와 함께 

안정적인 이행관리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즉, 민간기업에 전적으로 맡겼을 때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상대국 정부와 

양자계약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EU(유럽연합)지역의 경우 EU

지침(EU Directive)17 및 각국 법령 등에 따

라 정부기관 외의 민간기업은 정부간 거래 

계약당사자로서 참여가 제한된 상황이다. 판

매국 정부간 거래 전담기관이 양자계약 체결

이 어려운 경우 수요자인 구매국의 편리성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양자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KOTRA가 능

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보증

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증을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

는 담보가 필요하다. 현재 KOTRA의 법정 

자본금 규모18 대비, 이미 이행 중인 정부간 

수출계약만 2천억 규모에 이르는 상황으로 

담보여력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간 

거래의 대표 품목인 방산, 인프라 분야는 거

래규모가 개별 프로젝트가 수백억에서 수천

억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위험부담이 

큰 양자계약을 보증 없이 추진하는 것은 구

매국의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19.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정부간 거래는 주로 방산물자나 원유 교역 

등과 같은 대규모의 장기적 거래 속성을 갖

는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17 EU 공공조달지침, EU 양허계약지침 등 참조

18 KOTRA의 법적자본금은 3천억원이며 납입자본금은 550억이다.(알리오)

19 일부 국가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라도 양자계약이 어려울 경우 차순위에 협상권을 넘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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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보안물자나 공공재 거래뿐만 아니라 

정부조달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도 광범위하게 

정부간 거래 방식의 교역대상이 늘어나고 있

다.20 향후 국가 간 정부간 거래 프로젝트의 

다양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능 

개선이 없다면 경쟁국 대비 구매국의 신뢰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외시

장에서 정부간 거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제도적 기반을 갖

추어 양자계약을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이

다.21 방산과 인프라 등 해외프로젝트 수주

전은 과거 북미, 유럽 등 일부 선진국들 위

주에서 최근 동아시아를 포함한 신규 국가들

이 가세하여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우리 기

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구매국의 수요와 경쟁국 동향을 고려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정부 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부재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관(官)의 역할은 정부와 정부간 수

출계약 전담기관으로 구분된다. 대외무역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

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고, 보증채무 등 경제

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부

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 과정에서의 

정부 면책을 명시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부는 정부 차원의 보증ㆍ보험을 지

원하여 계약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

다.22 2014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 보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정부

간 수출계약 보증과 함께 필요 시 단기ㆍ중

장기 수출금융 제공과 연계, 금융을 제공함

으로써 정부간 수출계약 체결을 직접 지원하

는 역할을 사업 추진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

다.23 그러나 현재까지 동 제도를 활용한 정

부간 수출계약 과정의 수출신용보증 사례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본래 제도의 도입 취

지에 맞게 현행화가 필요하다. 

한편, 동 법상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

인 KOTRA는 정부와 별도의 주체로 해석되

며,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와 달리 경제적 면책에 관한 조항이 없

다.24 전담기관으로서 이행기업을 선정하고 

평가하여 이행관리를 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

해야 하므로 KOTRA에 정부와 같은 수준의 

면책 조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KOTRA는 계약당사자이자 정부

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으로서 향후 발생 가능

한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간 수출계약에 

부적합한 기업을 배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KOTRA는 정

부간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이행기업의 신용

등급, 과거 사업실적, 재무ㆍ경영상태를 종

합적으로 평가하는 이행능력평가를 시행하

20 안영수 외, 정부간 거래(GtoG)의 부상과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방안–방위 및 공공보안산업을 중심으로(2014), p.14 

21 캐나다상업공사 홈페이지 참조. 캐나다의 정부간 거래제도에 관해서는 동 논문 8페이지에서 후술하였다.

22 대외무역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정부는 국내 기업의 원활한 정부간 수출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ㆍ보험기관으로 하여금 국내 기업의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23 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방법서 제3장 제19조의2(2020.6월 기준), G2G 민관협력세미나 발표자료(2014) p.34 종합

24 대외무역법 법률해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타 법무법인 등에 문의한 결과를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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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우리나라의 정부간 수출계약 추진 절차

세부 절차 수행 주체

프로젝트 발굴·제시 구매국 정부·KOTRAㆍ기업

정부간 수출계약 의향서 및 제안요청서(RFP) 송부 (對KOTRA) 구매국 정부

이행기업 지정 / 추천 요청 구매국 정부

(구매국에서 이행기업을 지정 시) (구매국에서 이행기업을 추천 요청 시)

KOTRAㆍ대한민국 정부

(관련 부처)국내기업 이행능력평가

공개모집절차 및 이행능력평가시행

구매국에 국내기업 추천 및 

이행기업 확정

제안서 작성·협상 및 계약서 작성 국내기업·구매국 정부·KOTRA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KOTRA

정부간 수출 이행약정 및 정부간 수출계약 체결 국내기업·구매국 정부·KOTRA

계약 이행 국내기업·구매국 정부·KOTRA

계약 이행상황 확인 및 심의위원회 보고 KOTRA

출처 : KOTRA 작성

고 있으며, 평가에는 법률, 회계, 관련 협ㆍ

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방

면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

은 기업 내부적 요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능력평가만으로 계약에 따른 리

스크를 대비할 수는 없다. 현행 제도 아래에

서는 정부간 수출계약에 참여하는 이행기업

의 파산이나 이행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인명 피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피해 보

상에 관한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25 

KOTRA가 준정부기관으로서 수익을 추구하

지 않고 무역진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정

부간 수출계약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다면 해외사례에 준하는 추가적인 안전장치

가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간 수출계약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미 이행 사례도 발생

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정부간 수출계약

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업무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의 

주도 하에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KOTRA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혹은 손실상황에 대비한 

별도 기금 마련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5 국내기업과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 간 별도 이행약정을 통해 국내기업에 의해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에 대 한 보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액은 전체 계약금의 10% 수준이며, 선급금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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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간 거래제도를 통상에 
활용하는 해외 사례 소개

1. 서언

정부부처·기관별 분산된 방산물자 수출지

원시스템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

방형 헙업의 성공사례로서 방산물자ㆍGtoG 

교역지원센터에 대하여 전술한 바 있다. 반

면,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간 거래를 산업별

로 분산하여 부처별 자체 정부간 거래 전담

기구를 두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는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국민경제적 관점에

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생시킨다. 첫째, 정부

간 거래는 양국 간의 외교통상 관계, ODA, 

산업협력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해야 하기 때

문에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여러 부처 및 기

관의 협업이 필요하다. 정부간 거래 역시 무

역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KOTRA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무역 진흥이라는 설립 목

적에 맞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다양한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

해서 범부처 협력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정부간 거래

에는 정부와 민간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의 목표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개선과 갈등방지를 위한 접근방법이 요

구된다(한인섭 외, 2017).26 산업별로 별도 

전담기관이 있을 경우, 동일 산업생태계 내

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는 전담기관과 민간기

업 간의 갈등이 관 중심으로 조정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업과 이해관계에 있지 않으

면서 순수 기업 지원 및 무역진흥을 목적으

로 하는 산업 중립적 성격의 KOTRA를 통

해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셋째, 부처 간 할거주의로 별도

의 정부간 거래 전담기관을 만들 경우 국민

경제적 낭비가 예상된다. 부처별로 정부간 

거래 전담기관이 생길 경우를 가정해보면, 

ICT 분야 정부간 거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산하기관 담당이 될 것이며, 의료ㆍ복지

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건설은 국토

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 넷

째, 정부간 거래가 산업별로 분산화 되는 경

우 ICT, 스마트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가 융

복합화 되고 있는 해외프로젝트 수요에 대해

서도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27 한편, 정부

간 거래 전담기관의 난립은 구매국 정부의 

의사결정자들에게도 불편함과 혼선을 야기

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

해 역시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까지 

축적한 우리나라의 브랜드가치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동

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범부처 

협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의 발전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고 제4장에

서는 정부간 거래제도를 통상에 적극 활용하

는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정부간 

수출계약 제도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26 한인섭, 곽명신, 유연식, 공공서비스의 정부간 거래 활성화 방안: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례를 중심으로(2017), 한국거버넌
스학회보 제24권 1호 p.19

27 동아일보, 가격경쟁력 밀리는 해외수주戰, ICT 무장 ‘스마트 건설’에 활로(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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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의 International Prime 

Contractor Service

캐나다는 정부간 거래를 자국의 무역통상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상업공사(CCC : 

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가 

정부간 거래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산물자를 

포함한 인프라, 클린에너지, 항공우주, 기타 

공공조달 등에 대해 정부간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간 거래 제도인 정부

간 수출계약 제도 또한 캐나다상업공사의 사

례를 참조하여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다.28 

캐나다 상업공사는 캐나다 ‘외교통상개발

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산하의 100퍼

센트 정부출자국영기업(crown corpo-

ration)으로, 캐나다상업공사는 외교통상개

발부산하의 일반무역지원기관인 CTCS 

(Canadian Trade Commissioner 

Service)와 수출금융지원을 담당하는 

EDC(Export Development Canada)와 협

력하여 수출 지원업무도 함께 수행한다.29

(신창섭 외, 2015) 캐나다 상업공사는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유럽 

재건을 위한 계획인 마셜플랜의 일환으로 캐

나다 상업공사법(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 Act)에 근거하여 1946년 설

립되었다. 설립 이후 지원사업으로 23,700

기의 말을 유럽으로 지원하였고, 프랑스 조

선사업을 위해 62백만달러 규모 상당을 지

원한 바 있다.30 또한 1953년 한국전쟁 종

전 이후 UN 산하 한국 재건 기구의 구매 에

이전트로 참여하기도 하였다.31 한편, 캐나

다 상업공사가 방산물자 정부간 거래에 참여

한 것은 1956년이며, 미국 국방부와의 

DPSA(Defence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체결로 정부간 거래를 통해 미

국에 방산물자 공급을 시작하였다.32

정부간 거래를 위한 캐나다상업공사의 사

업 발굴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선이행약정(Push형) 모델로, 캐나다상

업공사가 캐나다 수출기업과 먼저 용역약정

을 체결하여 수출 세부내용을 파악한 후, 구

매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식이다.33 기

업수요가 프로젝트 발굴의 중심이 되고 관이 

기업을 지원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

째, 선양해각서(Pull형) 모델로, 외국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캐나다 수출기업과 용

역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34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나 캐나다 상업공사가 외국 

정부와의 협력과정에서 발굴하는 수요를 분

석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캐나다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간 거래를 추진하는 것으로, 

양국 정부 간 공공 부문에서의 협력이 중요

한 사업 모델이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자

국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정부

28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성배 수석전문위원),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 2013.12.10., p.9

29 신창섭, 박찬동, 정부간 거래 선도기관의 소송사례 연구조사(2015), p.3

30 캐나다상업공사(CCC) 홈페이지 참조

31 상게 홈페이지 참조

32 상게 홈페이지 참조

33 신창섭, 박찬동, 정부간 거래 선도기관의 소송사례 연구조사(2015), p.5

34 박형돈, 한국대외무역법의 정부간수출계약 제도에 관한 연구(2016),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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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창섭, 박찬동, 정부간 거래 선도기관의 소송사례 연구조사 
캐나다상업공사(CCC)의 사례를 중심으로, 

KOTRA 연구과제(서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p.6

그림2 캐나다 정부간 거래의 법적 관계

간 거래와 수출신용 등 유관기관의 기능을 

결합한 The Canadian Package를 구매국

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35

사업 발굴 후 캐나다 상업공사는 주 계약 

서비스(International Prime Contractor 

Service)라는 계약형태를 통해서 정부간 거

래를 체결하고 있다. 동 계약의 구조를 살펴

보면 먼저 캐나다 상업공사가 상대국 정부와 

양자계약을 통해 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행기업과 캐나다 상업공사 간 별도의 이행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캐

나다 상업공사(CCC)는 사전 합의에 따라 자

국 기업의 계약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

으며, 이행과정에 문제가 생길 시 기업과 구

매국 정부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며 중재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캐나다 상업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행기업이 계약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캐나다 상

업공사는 다른 공급처를 물색할 수도 있

다.36 정부간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

크를 이행기업 단독으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상업공사가 Umbrella 

Guarantee 형태로 추가보완 한다고 볼 수 

있다.37 구매국의 입장에서는 양자계약의 당

사자인 캐나다 상업공사와 캐나다 정부가 이

행을 보증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

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캐나다 상업공사는 캐나

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

고 있으며, 기업에 1~3%에 달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기금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38

캐나다 상업공사의 정부간 거래 실적을 살

펴보면 2018년~2019년도 1.3억 캐나다 달

러, 2019년~2020년도 1.2억 캐나다 달러로 

근 3년간 매년 1억 캐나다 달러를 상회하는 

35 캐나다상업공사(CCC) 브로셔 ‘Simplified Acquisition Through the Government of Canada’ p.2 참조

36 권헌철 외, 방산물자 등의 GtoG수출 시 정부의 역할 및 보증에 관한 연구(2014) 붙임1 p.11 참조

37 umbrella guarantee는 CCC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책임방식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위험보장 장치(보험, 보증 등)는 수출기업이 
제공하 지만, 그 기본보증을 초과하는 위험이나 혹은 보장금액에 대하여는 CCC가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증을 말하며, 
CCC측 실무 자가 확인해 준 CCC 보장방식의 특징이다. 미국 손해보험상 Umbrella insurance와 유사한 제도로 해석된다.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 시 계약자는 우선 기본 보험이나 보증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고, 그 기본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야 CCC에 2차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박근서, 방산수출 정부간(GtoG)거래 : 거래구조 및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2014, p.143)

38 안영수 외, 정부간 거래(GtoG)의 부상과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방안–방위 및 공공보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2014), p.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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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거두고 있다.39 한편, 국민경제적 이

익 관점에서 캐나다상업공사는 정부간 거래

를 통해 2018년~2019년도 14,250개, 

2019년~2020년도 13,000개의 일자리에 

부가가치를 가져다주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40

3. 영국의 G2G Agreement41

영국은 캐나다와 달리 정부간 중개(GtoG 

Intermediation)의 형태로 정부간 거래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즉, 정부나 정부기관은 계

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기업과 구매국이 최종 

계약당사자가 되고 영국 정부는 구매국 정부

와 협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간접 지원한다. 

또한, 정부산하 기관이 아니라 정부부처인 

국제통상부(DIT : Department of Inter-

national Trade)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제통상부는 2016년 7월 테레

사 메이 총리 취임 이후 과거 무역투자청

(UKTI　:　UK Trade&Investment)에서 별

도 부처로 승격하였으며,42 기존 방산물자 

위주로 적용하였던 자국의 정부간 거래제도

(British G2G Agreement)를 인프라 등 다

른 분야로 확장시키는 등, 국가 간 무역통상

의 도구로서 G2G Agreement를 적극 활용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영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의 방산 수출국으로서43 방위산업은 국가

의 전략산업으로서 관리되고 있다. 방산물자 

수출은 국제통상부 내 방산ㆍ보안물자 관리 

및 수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DSO 

(Defence&Security Organisation)에서 전

담하고 있다. DSO는 방산수출 시 정부 간 

지원을 위해 구매국과의 협상 과정에 참여하

고 있으나, 업체를 대신해 보증 책임을 지는 

등 공식적인 계약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협상 초기, 단일창구(Single 

window)로서 구매국과의 접촉점을 제공하

는 등 수출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

접적인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권헌철 

외, 2014).44 기능 융합형 협업의 관점에서 

대외무역에 관한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국제

통상부의 관리 하에 DSO는 방위산업을 지

원하고 방산 분야의 G2G Agreement를 체

결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프라 분야는 과거 G2G 

Agreement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연속

적인 성공사례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세

계 4대 스포츠 이벤트인 판아메리칸 게임

(2019)의 개최지로 페루가 선정됨에 따라, 

페루 정부는 판아메리칸 게임 운영 및 인프

라 관리에 관한 프로젝트(용역)를 정부간 거

래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영국이 

선정되어 전문가그룹을 통해 2012년 런던올

림픽 등의 개최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유상으

로 이전하였다.45 또한, 2020년 6월에는 페

39 CCC annual report(2018/2019) p.6., CCC annual report(2019/2020) p.7 참조

40 상게 보고서 참조

41 G2G Agreement는 영국에서 정부간 거래를 뜻하며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고유명사로 취급하여 표기하였다.

42 CSW and Politics Home staff, Theresa May signals Whitehall rejig with two new Cabinet post (2016) 참조

43 Noel Dempsey, UK Defence Industry Exports(2020), p.3 참조

44 권헌철 외, 방산물자 등의 GtoG수출 시 정부의 역할 및 보증에 관한 연구(2014) 붙임1 p.14

45 Gov.UK, UK to be main delivery partner of Lima 2019 Pan American Games(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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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북부재건 PMO 사업46을 영국이 수주한 

바 있다. 협업을 통해 Team UK를 구성, 해

외프로젝트 수주 성공을 이뤄낸 경험은 많은 

영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내 인

프라 관련 저널인 Infrastructure Intelli-

gence는 영국과 페루 간 인프라 분야 G2G 

Agreement 사례가 중요한 이정표로서 향후 

해외프로젝트 시장 내 정부의 역할을 재설정

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5년 소규모 전

문가 사절단의 페루 방문 이후 꾸준히 이어

져 온 관계와 전략적 인내의 결합을 프로젝

트 수주의 성공요인으로 분석했다.47 국가 

간의 경제통상협력 의제를 장기간 지속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해외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국제통상부 

장관인 Graham Stuart는 2020년 기고문

을 통해 인프라 G2G 사례를 소개하면서, 세

계 각지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국 무역 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영국 

기업들을 위해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 밝혔

다.48

4. 뉴질랜드의 G2G Know-How49

뉴질랜드는 방산물자 수출에서 고안된 기

존 정부간 거래가 아닌, 공공서비스ㆍ지적재

산 수출 위주의 정부간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기관은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

(NZTE :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과 그 산하기관인 G2G 

Know-How라고 할 수 있다. 무역산업진흥

청은 2003년 설립된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산하의 무역진흥기관으로 약 50개국에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 수는 약 

700여명이다.50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FAT 

: Ministry of Foreign Affairs&Trade)와 

무역산업진흥청은 2014년 합작투자를 통해 

G2G Know-How를 설립하였다. G2G 

Know-How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

ability company)로 외국정부에 뉴질랜드

의 공공서비스와 지적재산을 유상 판매할 목

적으로 설립된 무역산업진흥청 내 별도 조직

이다. G2G Know-How는 영국, 캐나다와 

달리 계약 또는 협약 당사자로서 기능하기보

다는 정부 간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외

교통상부의 경제외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구매국 요청

에 의거하여 G2G Know-How가 계약당사

자로 나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로서의 기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G2G 

Know-How의 이점은 무역산업진흥청에서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매국 정

부 관계자들과의 현지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다. 또한, 무역산업진흥청에서는 일반 기업

의 수출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여 자국을 

위한 수출 기회로 연결이 가능하다. 대표적

인 사업 분야로는 지속가능한 식량관리, 정

부 혁신ㆍ효율화, 교육, 양식업, 관광, 재난

대응, 비상계획 등이 있으며, 주요 수요국은 

46 페루 9개 주정부를 대상으로, 엘니뇨 피해 복구를 위해 2년간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이다.

47 Infrastructure Intelligence, Key lessons for UK infrastructure exports in El Nino rebuild(2020) 참조

48 Construction UK, UK expertise helps Peru grow back better(2020) 참조

49 뉴질랜드의 정부간거래 기관명이나 설명의 편리성을 위해 정부간 거래제도로 취급하여 표기하였다.

50 NZTE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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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과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G2G Know-How의 성공사례로 2019년 

카타르 식품안전관리 사업이 있다. G2G 

Know-How에 따르면 카타르 정부는 2022

년 FIFA 월드컵에 대비하여 자국의 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G2G 

Know-How와 접촉하였다. 이에 G2G 

Know-How는 카타르 정부와 협의 하에 비

즈니스 의제를 개발하였고 최종적으로 카타

르 정부와 뉴질랜드 국영기업인 

AsureQuality와의 계약을 이끌어냈다.51 한

편, G2G Know-How가 직접 계약당사자로 

나선 사례로는 2018년 파푸아뉴기니 사법시

스템 개선사업을 들 수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G2G Know-How에 접촉해 사법정

보 관리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였다. 

이에 무역산업진흥청 현지 지사와 G2G 

Know-How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하였고 최종 유상판매계약

까지 성사시켰다. G2G Know-How의 파트

너십 관리자인 Melany Tedja에 따르면 

“G2G Know-How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코

디네이터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나, 파푸아뉴

기니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G2G 

Know-How가 직접 계약에 참여한 사례“라

고 설명하였다. 직접 계약이 가능했던 이유

로 G2G Know-How는 New Zealand 

Export Credit에 제공하는 무역보험(Trade 

credit insurance)을 활용하여 계약당사자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52 

G2G Know-How는 본국에 산업ㆍ지역전

문가로 구성된 9명으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

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전담직원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지

사에 주재하고 있다. 2014년 설립 이후 

G2G Know-How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기준 총 89건의 계약체결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며 전체 계약액은 약 

50.9백만불(NZD) 규모로 추산된다.53 

5. 소결

The Economist는 2014년 ‘Unbun-

dling the nation state’라는 기고문을 통

해 노르웨이 정부기관이 알제리 국부펀드를 

관리하고, 독일경찰이 인도 뭄바이의 치안관

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간 거래시장이 부상하고 있음을 알렸다.54 

앞서 살펴본 대로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는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정부 간 거

래를 통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양자계약에 특화된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

고, 영국은 대외협상 창구역할을 하는 정부

부처를 내세우고 있다. 뉴질랜드는 해외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노하우 판매

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국가별 특성은 다

르지만, 정부가 자국기업의 수출을 위해 새

로운 시장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제도경제학자인 올슨(M.Olso

n)55은 국민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으

51 상게 홈페이지 참조

52 NZECO Case study(2019), p.1 참조

53 NZTE, Briefing for the Incoming Minister, p.16 참조

54 The Economist, Unbundling the nation state(2014) 참조

55 Mancur Olson은 미국의 제도주의 경제학자로 집단행동의 논리 등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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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정부간 거래를 통상에 활용하는 해외사례 비교표

구분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담당기관
외교통상개발부 산하 캐나다 
상업공사(CCC)

국제통상부(DIT)
외교통상부ㆍ무역산업진흥청 
산하

G2G KNOW-HOW 

기관로고

 

역할
계약당사자ㆍ이행 및 보증책임 
부담

영국기업과 구매국간 정부간 
중개 역할 

정부간 공공서비스 수출

주요분야
방산물자, 인프라, 에너지, 
의료시설 등 

방산, 인프라 등
방산 분야 외 공공정책, 환경 
식량 등 공공분야

특징
캐나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국정부와 계약체결 

구매국정부와 협약을 체결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발굴 및 계약체결

협업
수출신용
기관

Export Development 
Canada

UK Export Finance
NZECO(New Zealand 
Export Credit Office)

출처 : 각 기관 홈페이지 및 KOTRA 종합 작성

로 시장확대적 정부(Market-Augmenting 

Government)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56 시

장확대적 정부의 개념을 정부간 거래시장으

로 확장하여 생각해본다면 우리 정부도 경쟁

력 있는 시장조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

다. 한국의 높은 대외지향성과 개방성이 ‘한

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고속성장의 원동력이

었음을 고려한다면, 향후 새로운 수출 먹거

리 발굴을 위해서 국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간 수출계약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

급하다.57

Ⅴ. 정부간 수출계약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제언

1. 정부간 수출계약의 법적ㆍ제도적 개선

최근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의 글로벌화 전

략으로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정부간(G2G) 수출계약(국내기업

-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

대 적용,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

해 수출ㆍ수주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

다.58 아울러, KOTRA에 대한 수출보증 불

가로 체결에 한계가 있었던 양자계약을 수출

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연

56 시장확대적 정부란 사유재산권을 생성ㆍ보호하고 계약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정부를 말한다.(이성규,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시장확대적 정부“를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제9권 제3호(2014), p.169 참조)

57 Mancur Olson, 스웨덴의 복지 오로라는 얼마나 밝은가(2014) p.54 참조

58 정책브리핑, 그린·디지털 뉴딜 글로벌 시장 선점…수출금융 30조 지원(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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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59 

그러나 캐나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양

자계약은 정부간 거래에서 구매국 편의성이 

가장 높은 형태로, 정부간 거래 전담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간 수출계약이 양자계약 체

결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간 거래는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국제교역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대정부거래

(Business to Government, B2G)나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

ance, ODA)와 유사한 점이 있다(한인섭, 

유연식, 2017).60 하지만 기업의 대정부 거

래(B2G)는 국내의 민간기업이 외국 정부에

게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데 비해서 

정부간 거래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와의 계약에 직접 개입해서 계약의 체결과 

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책임지고 보증해준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한인섭, 유연식, 

2017).61 즉, 보증과 관련된 사안은 정부간 

수출계약 개선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인 KOTRA의 

보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

을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정부간 

수출계약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KOTRA에 교부하여 KOTRA가 기금을 직

접 관리하는 방안이다. 캐나다의 사례를 보

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상업공사법(Cana-

dian Commercial Corporation Act)62에 

따라 운영기금을 캐나다 상업공사에 교부하

였으며, 캐나다 상업공사는 이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복구 등 정부간 거

래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63 기존 기업간

(B2B) 대외거래를 지원하는 KOTRA의 기능

과 구분을 위해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면 

뉴질랜드 무역진흥청(NZTE) 산하 G2G 

KNOW-HOW 사례를 참고하여 자회사 형

태의 별도 조직이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해외 네

트워크 활용의 편리성 관점에서 KOTRA 현 

조직의 틀 안에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64 아울러, 정부간 수출계

약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한 후에

는 기금운용의 지속성을 위해 캐나다 상업공

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간 수출계약에 참

여하는 이행기업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부

과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둘째, 수출신용기관에서 정부간 수출계

약 전담기관에 대한 별도의 무역보험상품을 

제공하여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대

비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G2G KNOW- 

HOW의 파푸아뉴기니 사법시스템 수출 과

정에서 뉴질랜드 수출신용기관인 NZECO가 

지원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신용기

관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

59 상게 기사 참조

60 한인섭, 유연식, 정부간 거래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형태의 적정성 분석, 사회과학연구(2017), p.26

61 상게서 p.26 참조

62 캐나다 상업공사법 제11조

63 신창섭, 박찬동, 정부간 거래 선도기관의 소송사례 연구조사(2015), p.8 참조

64 처음부터 공공서비스의 정부간 거래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정부 산하조직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간 거래에 관한 경험이나 실적 및 사업여건 등이 미흡한 실정에서 정부간 거래를 통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홍보와 마케팅, 해외세일즈 등의 사업화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트의 개발 및 수주가 가능해야 한다.(한인섭 
외, 정부간 거래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형태의 적정성 분석(2017),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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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다양한 무역보험 종목을 활용하고 

있다. KOTRA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라는 기관 성격으로 인해 직접 기금을 운용

할 수 없다면, 대외거래의 위험을 낮추기 위

해 설립된 수출신용기관에서 정부간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공적

자금이라는 기관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방안

인 것으로 판단된다.65

2. 정부간 거래 단일창구 

(Single-Window) 확립을 통해 

국가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

정부간 거래의 주요 수출내용은 정보통신

기술(ICT) 교육훈련센터, 지능형교통정보시

스템, 공항시스템사업, 전자통관 시스템 등 

전통적인 수출 효자 종목 이외에도 정부행정

망, 전자주민증, 교통, 재난관리, 물관리 사

업, 케이블교량 통합 유지 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한 해외 인프라 사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권혁인 외, 2015).66 기존 방산물자 중

심의 정부간 거래는 고도의 전문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방산물자의 특징으로 인해 일부 방

산물자 관계기관 외에는 정부간 거래에 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간 거

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의료, 건설, 통신, 전

자정부 등 다양한 분야가 정부간 거래의 품

목이 되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다양한 공공 주체들이 정부간 거래에 직간접

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67 

한편, 정부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물품

이나 용역 그리고 지적자산도 하나의 상품이

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간 거래 브랜드가치

에 대해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 브랜드 전문가인 디니(K.Dinnie)

는 국가 브랜딩 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국가의 수출활동 수준을 높이는 것을 들었

고, 고객관계 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국가브랜드

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68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국제통상부에서 

Team UK라는 국가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정부간 거래를 관리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G2G KNOW-HOW를 통해 정부간 거래 창

구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 상

업공사 역시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이므로 캐

나다 상업공사가 체결하는 모든 정부간 거래

는 정부 차원에서 구매국과의 외교적 의제로

서 관리하고 있다.69 

우리나라는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공공부

문의 해외진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6년 기획재정부

를 비롯한 정부합동은 공공부문 수출지원사

업을 통폐합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KOTRA를 중심으로 

원루프(One-Roof)시스템을 확대한 바 있

다.70 2019년에는 131개 기관 191개 시스

템에 산재되어 있던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65 박근서, 방산수출 정부간(GtoG)거래 : 거래구조 및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2014), p.150 참조

66 권혁인 외, 공공서비스 수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서비스 개발 전략), 한국콘텐츠학회(2015), p.476-488 참조

67 한인섭  외, 공공서비스의 정부간 거래 활성화 방안: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례를 중심으로(201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4권 1호 p.3 참조

68 K.Dinnie, 국가브랜드의 전략적 관리(2009), p.303-p.311 참조

69 산업연구원, 우리나라 정부간 수출계약 주요성과와 발전전략(2017) p.32 참조

70 증권경제신문, 공공부문 수출지원사업 ‘통폐합’한다(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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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외경제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71 정

부간 거래는 무역의 한 형태이자 대외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조직에 대

한 적정성 역시 동일한 선에서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한인섭, 유연식은 정부간 

거래 전담조직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기준으

로 설립목적의 적합성, 출자ㆍ출연의 적정

성, 영리성, 기능적 연계성을 강조했다.72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정부간 

거래에 있어서 무역진흥이라는 기관 설립 취

지에 부합하고,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출자ㆍ출연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국정부의 수요발굴 및 

고객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간 수

출계약 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부

간 거래의 단일창구로서 Team Korea 브랜

드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부간 거래를 연계한 경제외교 구현

글로벌 무역환경은 고도의 국제화와 상호

경제의존성으로 인해 과거 양자 간 완제품의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에서 생산기

지, 유통기지, 소비기지로 전문화된 가치사

슬 중심의 글로벌 무역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73 국제적으로는 WTO를 중심으로 하

는 자유무역질서를 옹호하고 있지만, 각국은 

국익을 위해 자국산업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무역정책을 활용하

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 Global 

Value Chain) 재편에 따른 경쟁 속에서 각

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자유무역질서라는 대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세련된 형태의 지원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9년 유럽에서 도입된 경제외교에 대

한 개념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74 

Moons, Selwyn, Remco de Boer에 따르

면 경제외교는 국제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관계자 및 정부의 영향력을 발휘하

는 것이다.75 따라서 상대국의 협력수요와 

우리나라의 강점을 결합하여 경제협력을 추

진하는 K-패키지 전략수립, 외국공무원 초

청연수ㆍKSP(Knowledge Sharing Pro-

gramme) 등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상외

교를 활용한 일대일 상담회 등의 활동들은 

모두 국익증대를 위한 경제외교의 한 영역으

로 볼 수 있다. 정부간 거래 역시 과거 방산

물자 거래에 국한된 특수한 개념이었으나 변

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

외교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무역의 주체로서 물품과 용역, 지적재산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정부간 거래제도는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경제외교에 해당하며, 국가

적 전문성을 결합한 고도의 상거래 행위에 

가깝다. 앞서 살펴본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간 거래를 기

71 e대한경제, 해외 발주정보 통합플랫폼 만든다(2019)

72 한인섭, 유연식, 정부간 거래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형태의 적정성 분석(2017), p.29-p.31 참조

73 윤원석,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외교 활용성과에 관한 연구(2017), p.8 참조

74 Florence Bouyala Imbert, EU Parliament, EU economic diplomacy strategy(2017) 참조

75 Moons, Selwyn, and Remco de Boer. “Economic Diplomacy, Product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development(2014), p.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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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경제협력기반과 결합하여 인프라, 공공서

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면 국민경제

적 이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 개

척과정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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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the Utilization 
of Korean 
Government-to-Government
(G2G) Transaction

Hyun Chan Jang

KOTRA
(jhc45@kotra.or.kr)

Recently, to globalize the Green New Deal,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expand the 

G2G export contract system, which is currently used mainly in the defense industry, to the 

green category. With this,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improve the possibility of 

exports and orders by guaranteeing the reliability of domestic companies. This review 

describe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difficulties in signing bilateral contracts and institutional 

stabilization mechanisms, which are the tasks of improving the current G2G export contract 

system. Besides, it introduced overseas cases such as Canada, the UK, and New Zealand, 

which are actively using the G2G system for commerce, and tried to draw implications for 

reference for Korea's G2G export contract system. According to this reviews, Canada has a 

system that operates institutions specialized in bilateral contracts, the UK has a system that 

operates government departments serving as G2G negotiation channels, and New Zealand has 

a system that focuses on selling know-how on public services. At the end of this paper, a 

proposal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window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Korean G2G transaction system based on overseas 

cases was described.

Keywords : G2G transaction, commerce, Canada, the UK, New Zealand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