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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회의 참가 보고서
◆ 참석 회의 : UNCTAD 회의
◆ 참석자 : 경쟁법팀 이황교수
◆ 참석 일정 : 2010.11.8. ~ 11.12.

◆ 회의 내용 및 기타 사항

1. 참석한 회의 
  a. UNCTAD가 1980년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결의하고 UN의 승인을 받은 
이래 그 추진현황을 매년 소규모로 그리고 매5년마다 대규모로 점검해왔습니다. 이번 11.8(월)~12(금)까
지의 회의는 5년마다 열린 대규모 점검회의로서 100여개국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
서 경쟁법 집행에 대한 사법심사의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발표자료 첨부). 이 모임은 원칙적으
로 경쟁당국들의 모임이어서 민간연구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
  b. UNCTAD 사무국은 위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고 경제발전에 대한 경쟁법의 기여도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금년 4월 RPP(Resrarch Partnership Platform)이라는 연구그룹을 결성하
고 그 첫 회의를 지난 11.7(일)에 가졌습니다. 각국의 25개 민간연구소들이 모여서 향후 활동방향을 조
율하였고, 당분간은 멤버십을 25개 연구소로 한정(엄격한 의미는 아니지만)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는 우리 센터만 참석하였습니다(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참석하려다 말았습니다). 프랑스 등 3개 연구소 내
지 대학이 특정 주제를 제안하고 향후 연구성과를 공유하면서 조언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구
체적인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르다고 보고, 동향 파악 정도에 그쳤습니다.
  c. 위의 두 회의에 대한 공식적인 회의결과는 UNCTAD 사무국이 조만간 정리해서 보내올 것입니다.

2. 향후 참석할 회의
  a. UNCTAD의 매년 정기회의는 제네바에서 7월경 열리는데, 상황에 따라 참석여부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참석하는 편이 좋겠습니다만, 이 외에도 OECD와 ICN과 같이 비중있는 회의가 또 있
으므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 어느 곳에 참석할 것인지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구자들 간에도 
세계적인 협조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가급적 많이 참석하여 협력을 모색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b. RPP는 항상 참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7월 UNCTAD 정기회의에 이어서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 5월에 마카오에서 마카오대학과 UNCTAD가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하기로 
하였고 추후 공지될 것입니다. 이 세미나는 참석하는 것이 좋겠고, 상황을 보아 우리도 이와 같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UN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UNCTAD 사무국의 협조를 얻으
면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세미나를 비교적 쉽게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특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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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많은 나라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참고사항입니다.

3. 기타
  a. UNCTAD 가 추진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센
터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되었습니다만, 이번에 UNCTAD가 새로운 재원
을 확보함에 따라 참여 연구소는 자체 인력만 동원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다음번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방안을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b. WIPO에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Policy Division이 2개월전 신설되었습니다. 내
용상 우리 센터와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WIPO의 담당자를 시간관계상 이번에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우호적인 사정이 몇 가지 생긴 덕분에 협력방안을 메일로나마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WIPO의 이 분야 활동에 우리 센터를 우선 참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 분야 연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현재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관심대상입니다.  아직 신설된 조직인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큰 
역할을 하고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금년 10월 25일에 미국등 4개국 정부와 
Microsoft 및 Qualcomm 등 4개 다국적기업이 참가하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2
개 정도의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위한 
연구를 하면 우리나라 연구의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c. 제네바에 국제기구가 많은데, 우리 센터와 직접 관련되는 곳은 크게 UNCTAD와 WIPO 정도인 것 
같고 특히 후자가 중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