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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외적 해석에 관한 법 
해석규칙의 실증적 분석: 
WTO 판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1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hnjung@korea.kr)

우리 대법원 판례는 법 해석 시 관련 문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해석이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문언외적(文言外的) 해석수단을 추가로 동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제공법상의 해

석규칙에 따르면 법 해석 시 항상 문언과 문언외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타당한 의미’를 도

출하는 해석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입법권과 사법권의 분립이 전제되는 국내법의 해석에 국제공법상의 해석

규칙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법의 ‘가장 타당한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국제공법상의 

해석규칙 및 그 방법론적 법리는 국내법의 해석 시에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제시한 법 해석원칙과 국제공법상의 해석규칙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뒤, WTO 분쟁에서 협

정문의 해석과 관련해 채택된 주요 법리를 중심으로 국제공법상 해석규칙의 실증적 적용례를 소개한다.

주제어 법 해석, 문언적 해석, 논리적 해석, 문언외적 해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WTO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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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법 해석의 기본은 법조문 그 자체에 대한 

문리적(文理的) 해석이다. 문리적 해석이란 

법문을 구성하는 단어·자구들의 통상적 의미

와 관련 문장의 문법적 구성에 입각하여 법

조문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논리적 과정

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리해석 능력은 응당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이나, 그것

만으로는 타당한 해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이 경우 평면적 문리해석에 매몰되

어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해석을 고수하여

서는 아니 되고, 다른 수단을 동원해 합리적

인 해석을 도출해야 한다. 

문리적 해석에 이어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

는 것은 특정 조문이 법의 구조 및 전체적 맥락에

서 갖는 위치와 기능, 역할, 목적 등을 풀이하여 

해당 조문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다.1 이

러한 해석방법을 소위 논리적 해석으로 보아 

문리적 해석과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맥

적 해석(contextual interpretation) 또한 해

석의 범위를 특정 조문에서 법 전체로 확장하였

을 뿐, 여전히 실증주의적 관점2에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인바, 광의의 

문언 해석(textual interpretation)에 포섭된

다고 볼 수 있다.3

그런데 법의 문언(text)을 벗어나는 해석, 

특히 법의 ‘목적’이나 ‘기능’, 또는 전체 ‘법

체계 질서’ 내에서의 역할 등을 기초로 하여 

특정 조문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생소한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언외적(文言外的) 해석방법을 법리

적인 해석보다는 철학적인 해석으로 취급하

는 견해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다소 추

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언외적 해석과정

을 실정법(positive law)과 자연법(natural 

law) 간 우위 관계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인

양 오해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언 이외의 해석수단을 동원하여 법문의 

의미를 도출하는 해석방법은 의외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신법우선의 원칙

(lex posterior derogat priori)이나 특별

법우선의 원칙(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 등과 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해석원칙들은 법률간 적용우위를 규정하는 

문언상의 근거가 부재하더라도 일반원칙으

로서 적용되고 있다.4 또한 법률 해석 시 다

른 법들과의 관계 및 연관된 다른 법들의 내

1 최고의 해석은 특정 문구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문구의 전후 내용(및 법문 전반의 내용)을 통해 이루어진다(ex antecedentibus 
et consequentibus fit optima interpretatio)거나, 불명확한 조문의 의미는 법문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nositur a 
soccis)는 해석원칙 등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해석대상이 되는 문구 그 자체에만 매몰된 문리적 해석에 경도되는 것을 경계하는 
‘법의 격언(legal maxim)’은 무수히 많다.

2 여기서 실증주의(positivism)란 자연법과 같은 형이상학적 도덕규범을 배제하고 현실 세계에서 법규적 효력을 발휘하는 실정법
(positive law)만을 형식논리를 통해 법으로서 파악할 것을 주창하는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3 물론 문구의 통상적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과 문맥의 구조를 통해 문구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과정은 적어도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구분된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두 문언(text)의 내용에 직접 기초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논리적 과정이란 점에서, (문언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해석방법들과는 대비되는) 동종의 해석방법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참고로 본고의 논점과는 
다르지만 美 연방대법원의 Scalia 前 대법관이 주창한 문언주의(textualism)에 따르면 문구의 통상적 의미나 문맥적 의미는 물론, 
각종 해석원칙이나 입법자의 의도(단, 입법자 개인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문언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한 ‘객관화된’ 의도에 한함) 
또한 문언 해석을 위한 도구에 해당할 수 있다. Antonin Scalia, A Matter of Interpret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를 일반적으로 참조.

4 이러한 법의 원칙들은 로마법의 전통에 따라 라틴어로 정의된 무수히 많은 ‘법의 격언(legal maxim)’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이중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원칙들만도 수백여 개가 넘는다. 이러한 일반원칙으로 형성된 법리, 그중에서도 해석원칙은 국제재판
에서 빈번히 원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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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화로운 의미를 도출

해야 함은 법률 간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해

석원칙(interpretare et concordare leges 

legibus est optimus interpretandi 

modus)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즉, 최소한 

문언외적 방법을 통한 해석도 가능하다는 대

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언외적 해석’이란 해석자

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자연법’의 존재를 

해석 시 고려해야 하는지와 같은, 진정한 법

철학적 논의와는 별론임이 분명하다.5 

또한 실정법의 순수성과 우위를 그 무엇보

다 강조하는 법 실증주의자(legal positi-

vist)들조차 개개 실정법이 사회의 규범체계

(normative system)를 형성하는 규범질서

(normative order)에 구속됨은 당연히 전

제하고 있다.6 법률의 전반적인 구조나 관련 

문맥, 특정 조문이 당해 법률에서 갖는 위

치·기능 등을 근거로 해당 조문의 의미를 파

악하는 것이 법논리적인 해석과정인 것과 마

찬가지로, 전체 법체계의 틀 내에서 특정 법

률, 나아가 특정 조문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

는 것 또한 법논리적인 과정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특정 법률의 해석 시 해당 법률의 

전체 법체계 내에서의 역할·기능이나 전반적

인 법질서 유지를 위해 타당한 의미가 무엇

인지를 고려하여야 함 또한 물론이다. 

다른 한편으로 법 해석을 위한 검토대상을 

그 ‘문언’으로 한정할 경우 법리(jurispru-

dence)란 그저 법조문의 언어·논리체계에 의

거해 기계적으로 도출한 의미를 사실관계에 적

용한 법 기술적 작업의 결과물에 불과하게 된다. 

이 경우 법과 법률가의 역할은 정치나 경제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 완벽히 종속되는 부속품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래 법의 근원적인 

기능이란 곧 사회질서와 체제를 정립·유지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나 사유재산과 같은 기

본 권리를 담보하는 것이란 점에 대해 사회철학

적 합의가 존재하며,7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사회 또한 그

5 자연법론에 따르면 인간이 만든 실정법의 흠결은 필연적이므로 항구적 불변원칙인 자연법을 통해 그 흠결을 치유·보완해야만 한다. 
이때 자연법은 실정법의 흠결을 판단하는 지침이 되기도 하고, 실정법의 올바른 해석지침이 되기도 한다. Ronald Dworkin은 법 
실증주의의 대가인 H.L.A. Hart를 비판하면서 개개 사안에 있어 법 해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로지 법과 도덕률을 아울러 흠결이 
없는 단 하나의 ‘정답(right answer)’을 도출하는 데 있어야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해석’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Dworkin이 주창하는 법 해석의 대상은 당연히 문언주의에서 인정하는 해석대상을 아득히 넘어선다. 즉, 모든 해석자(Dworkin은 
기본적으로 법관의 역할에 대해 논한 것이나 본고의 목적상 법 해석자의 올바른 태도에 관한 것으로 치부한다)들은 법 해석 시 
전심전력을 다해 실정법은 물론 적용 가능한 모든 자연법적 원칙 등을 총동원하고 초월적인 지적능력으로 이를 완벽히 풀이해내 
정확히 분별된 사실관계에 적절히 적용, 언제나 단 하나의 올바른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월적인 해석자의 경지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때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 흠결을 내포한 실정법 외에 다양한 원칙(principle)을 준용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Ronald Dworkin, Law’s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및 H.L.A. Hart, The Concept of Law, Oxford 
Unversity Press (1997) 등을 일반적으로 참조. 

6 Hans Kelsen, Pure Theory of Law (originally in 1960), The Lawbook Exchange (2009) 등을 일반적으로 참조. Kelsen은 
보통 ‘헌법’이 법체계 또는 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규범(Grundnorm)을 형성하고, 모든 법률은 기본규범으로부터 위계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위를 부여받는다고 보았으나, 헌법이 규범체계 내지 법질서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통해 법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규범체계·규범질서에 합치하는 법적 해석을 할 의무는 당연히 별개의 것이다. 참고로 
Kelsen은 ‘정의(justice)’는 여러 ‘가치(value)’가 혼합된 것으로 순수한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Kelsen 등 법 실증주의
자들이 말하는 규범체계 또는 규범질서는 John Rawls 등이 모든 법이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본 (사실상 자연법으로서의) ‘정의’와
도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정의’가 사회제도의 1차적 선(善)으로서 이에 반하는 법은 반드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담론에 
대해서는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originally in 1971), Belknap Press: An Imprint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등을 일반적으로 참고.

7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originally in 1689),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4); 
John Stuart Mill, On Liberty (originally in 1859), Dover Publications (2002); Jean Jacques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originally in 1762), Ozymandias Press (2018); Thomas Paine, Rights of Man (originally in 1791), D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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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근본적 법질서 유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8 

그렇다면 법문을 해석할 때 해당 법률의 객관적·

대승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비단 법논리적 관점에서 

타당할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언 해석 시 일차적 장애가 되는 

것이 주로 해석의 기술적 난해함이라면, 반

대로 문언외적 해석 시 일차적 장애가 되는 

것은 문언이 갖는 통상적 의미인 경우가 많

다. 요컨대 문언의 표면적 의미가 비교적 명

백한 경우, 그에 대한 평면적 해석이 비합리

적인 결론으로 귀결될지언정 문언외적 해석

수단을 동원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일탈

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고민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법 해석 시 문언의 역할에 관해 

설시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우선 국제공법 관계에서 조약 해석 

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조약법에 관한 비

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하 “조약법협약”)상의 

법 해석규칙과 우리 대법원이 제시한 법 해

석원칙 간의 비교법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어서 가장 법률주의적(legalistic)인 분쟁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WTO 분쟁에서 채택된 

법 해석 관련 주요 법리를 중심으로 국제공

법분쟁에서의 문언적 해석 및 특히 문언외적 

해석의 실증적 예시를 소개, 우리법상 해석

원칙의 운용 및 적용에 관해 일종의 화두(話

頭)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법과 국제공법상 
해석원칙 간의 비교법적 
검토

1.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 해석원칙

법 해석과 관련된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문언적 해석을 우선 적용하되, 필요 시 추가

적인 해석수단을 동원하여 동 해석이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인 대법원 2006다

81035 판결9의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

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

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

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

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

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

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

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

Publications (1999)‘ Thomas Hobbes, Leviathan (originally in 1651),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4) 등을 일반적
으로 참조. 법질서를 통한 사회체계 유지는 민주주의 체제건, 왕정체제이건, 신정(神政)체제이건 간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라고 본다. 설사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이루어지는 
전제정이라 할지라도 사회구조의 기초가 되는 질서는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준거규칙(예컨대 왕위계승규칙 등) 없이 영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8 Charles Lois Montesquieu, The Spirit of Laws (originally in 1748), Prometheus (2002)를 일반적으로 참조.

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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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

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

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

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문언적 해석을 통한 

의미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양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의미를 

해석해낼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법률의 문

언이 명확한 경우 다른 해석수단의 적용은 

불필요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설사 문

언적 해석에서 탈피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크게 이탈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의 후속 판결 가운데 2006

다81035 판결이 제시한 해석원칙에서 본질

적으로 일탈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14다223025 판결10은 다

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

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

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

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

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 2014다223025 판결은 “법해석의 목

표”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이란 점을 

전제하고 있어 일견 2006다81035 판결이 

제시한 해석원칙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법으로서 문언해

석을 사실상 배타적인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

다. 즉, 2006다81035 판결이 문언의 통상

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도 가능(설사 한계는 

있을지라도)하다고 본 것에 비해 2014다

223025 판결에 따르면 문언은 해석의 출발

점이 아닌 우선적 수단이고, 다른 해석수단

들은 문언적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추가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 

요컨대 2014다223025 판결이 제시한 해석

원칙에 따르면 문언 이외의 해석수단들의 역

할이란 사실상 특정 문언이 중의적(重義的)

인 경우 그중 가장 타당한 사전적 의미를 찾

아내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14다223025 사건의 재판부가 2006다

81035 판결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착

오를 범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 법원이 

오랫동안 유추해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취해왔음을 고려할 때11 2014다

1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11 이와 관련하여 가장 종합적인 설시는 대법원 2006. 6. 22. 2004스42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률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정하여진 문구의 문리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며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그 의미를 창출하는 것은 유추해
석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형벌법규나 조세법규에서는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있고, 그 밖의 사법적 영역에 속하는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여지가 있지만 이는 입법 취지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사법적극주의의 입장에서 입법목적에 충실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목적론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지만, 유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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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25 사건의 재판부는 아마도 문언을 벗

어난 해석이 사실상 새로운 법률을 창설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입법권을 침해하게 될 가

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대다

수 후속 판결은 2006다81035 판결에 따른 

해석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12 헌법론적 관

점에서 2014다223025 판결이 제시한 해석

원칙도 나름의 타당성을 갖추었음이 분명하

다. 그렇다면 문언외적 해석수단을 통해 문

언의 표면적 의미에서 일탈한 해석이 반드시 

새로운 법적 효과를 창설하는지, 아니면 기

존법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고 타당하게 하는 

것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언외적 해석의 한계 

및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또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문언

외적 해석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온 국제공

법상 해석규칙과의 비교법적 분석에 가치가 

있다.

2. 조약법협약상의 해석규칙

국제공법 관계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2006다

81035 판결에서 제시한 것과 일견 유사한 포괄

적 해석원칙이 조약법협약 제31조 등에 의해 

성문화되어 있다.13 ‘조약해석에 관한 일반규칙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을 규정한 

조약법협약 제31조는 제1항에서 조약의 주위

적 해석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4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목표와 목적에 비

추어 조약의 표현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조약해

석 시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요소(element)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조약의 표현(terms)15

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ordinary meaning)

로써, 일반적으로 문리적 해석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둘째는 조약문의 문맥

(context)으로써, 특정 표현의 해석 시에는 해

당 단어나 문장의 직접적인 의미뿐 아니라 해당 

조문의 제목, 동 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맥

석 등에는 입법에 의하여 설정된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만약 이와 같은 한계를 넘는다면 이는 법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의 형성으로서 헌법상의 입법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적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해석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고 법체계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서 
만일 입법자가 그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였다면 그와 같은 해석과 궤를 같이 하는 입법을 하였으리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추해석 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해석이 문제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문제점을 낳을 우려마
저 있다면, 위와 같은 유추해석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판결 및 다수의 관련 소수의견·보충의견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 2020. 5. 27.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결정 
참조. 

13 조약법협약은 그 자체로도 전 세계 116개국 이상이 비준한 다자조약이지만, 조약의 해석에 관한 제31조 및 제32조를 비롯한 
협약의 다수 조항들은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으로서 비체약국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 시각이 
대세적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70년에 조약법협약에 서명하였음에도 美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를 비준하지 못한 
상태이나, 조약법협약 제31조 및 제32조는 국제관습법으로서 미국을 직접 구속한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14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제31조 외에도 
조약법협약 제31조 제3항 내지 제4항, 그리고 제32조에서 제31조 제1항의 주위적 해석규칙에 부수되거나 추가되는 해석규칙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WTO 분쟁을 포함한 모든 국제공법분쟁에서 ‘반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해석규칙인 제31조 제1항을 중심으로 논거를 전개해나가기로 한다.

15 여기서 ‘terms’란 사전적으로 ‘조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약법협약 제31조의 문맥을 살펴볼 때 여러 사전적 의미 가운데 ‘표현’
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추후 살펴볼 ‘문맥적 해석’을 통한 ‘통상적 의미’의 확정례에 해당한다. Richard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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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조약의 전반적인 구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와 넷째는 조약의 목표(object)16 및 

목적(purpose)에 각각 부합하는 해석을 채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원칙은 모든 해석은 

신의성실(good faith)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

이 이들 다섯 가지 요건을 총체적(holistic)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약법협약 

제31조 및 제32조의 연동해석이 시사17하는 

바와 같이 제31조 제1항의 해석규칙은 해석대

상 조문의 문언적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도 적용

되는바, 이들 다섯 가지 요건은 말 그대로 해석의 

‘일반규칙(General Rule)’에 해당한다.18 

이와 관련해 US – Section 301-310 사

건의 WTO 패널(Panel)은 실용적인 이유

(pragmatic reason)로 인해 문언의 ‘통상

적 의미’에서 해석이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

고, 또한 많은 경우 문맥과 조약의 목표/목

적을 통한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재

확인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도, 조약법협약 제31조상의 다섯 요건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별도 기준이 아닌 하나의 

총체적 해석규칙(one holistic rule of in-

terpretation)을 형성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조문의 “통상적 의미”를 실질적으로 결정하

는 것은 “항상(always)” 그 문맥이고, 많은 

경우 “통상적 의미”를 정확히 도출하기 위해

서는 조약의 ‘목표’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설시하였다.19 US – Continued 

Zeroing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또한 조약법협약 제31조상의 해석규

칙은 총체적인 방식(holistic fashion)으로 

준수되어야 하고, 조약문에 포함된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식별하는 것은 단지 해석의 

16 국내에서는 조약법협약 제31조상의 ‘object’가 ‘대상’으로 널리 번역되고 있으나, 조약법협약의 협상기록 등을 살펴볼 때 ‘목표
(object)’로 해석함이 보다 타당하다. 역시나 ‘문맥적 해석’을 통한 ‘통상적 의미’의 확정례에 해당한다. 다만 ‘object’를 조약의 
‘대상’으로 번역할 경우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의 성격 등을 해석 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 또한 적절한 해석방법
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조약의 적용 시 조약의 적용대상이 갖는 성격 등을 고려하는 것은 조약법협약 제31조에 따른 여러 다른 
원칙에 의해 旣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17 조약법협약 제32조에 따르면 국내법의 입법기록에 해당하는 조약의 협상기록이나 조약체결의 배경 등은 제31조에 따른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조문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해석수단 중 문언외적 해석수단(신의칙, 조약의 목표 및 목적 등)이 조문의 문언적 의미가 
“불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함께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논리적 관점에서 이러한 
불완전 반대해석만으로는 제31조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지만, 제31조의 문언 및 구조,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볼 조약법협약의 
작성기록 및 주해 등을 종합해 볼 때 제31조 제1항의 포괄적 해석규칙이 문언적 의미가 명확한 조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18 조약법협약 제31조에 관한 작성기록 및 주해에 따르면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제31조의 제목인 
“해석의 일반규칙”에서 ‘규칙(Rule)’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적시할 때 동 조항에 규정된 원칙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운용(a single 
combined operation)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요컨대 제31조상 관련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합리적인 
법적해석이 도출될 것을 의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다섯 요소는 상호 연동된 동일체(“a unity that [] form a single, 
closely integrated rule”)에 해당한다. Yearbook of the ILC, 1966, Vol. II, pp. 219-220 참조.

19 Panel Report, US-Sections 301-310 of Trade Act 1974, para. 7.22 (“For pragmatic reasons the normal usage [] 
is to start the interpretation from the ordinary meaning of the ‘raw’ text of the relevant treaty provisions and 
then seek to construe it in its context and in the light of the treaty’s object and purpose. However, the element 
referred to in Article 31 – text, context and object-and-purpose as well as good faith – are to be viewed as 
one holistic rule of interpretation rather than a sequence of separate tests to be applied in a hierarchical order. 
Context and object-and-purpose may often appear simply to confirm an interpretation seemingly derived from 
the ‘raw’ text. In reality it is always some context, even if unstated, that determines which meaning is to be 
taken as ‘ordinary’ and frequently it is impossible to give meaning, even ‘ordinary meaning’, without looking 
also at object-and-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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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뿐 완성이 아니며, 해석자는 대상단

어의 ‘관련 의미(relevant meaning)’를 도

출하기 위해 문맥, 목표/목적을 포함한 관련 

해석방법을 상호 연계적이고도 상호 보완적

으로 적용함으로써 총체적 해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

요컨대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상의 해

석규칙에 따르면 관련 조문의 통상적 의미를 

자연히 해석의 출발점(starting point)으로 

삼되, 관련 문맥에 의거 해당 조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조정·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

고, 또한 조약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그 의

미를 심화·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21 또한 

그 과정에서 항상 해석의 신의칙과 그에 수

반되는 다양한 해석원칙들을 적의 고려하여

야 한다. 이러한 해석방법에 따르면 특정 조

항의 문언적 의미가 아무리 명백해 보이더라

도 마땅히 관련 문맥 및 해당 조항이 달성하

도록 설계된 목표/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구

체적인 의미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

고, 설사 이러한 과정에 따른 결론이 대부분 

해당 문언의 표면적 의미를 재확인하는 결과

로 귀결되더라도 총체적 해석과정의 적용이 

부인되어서는 아니 된다.22 다만 국제조약에 

있어서도 문언의 근본적 의미를 변경하는 해

석이 인정될 수 없음은 당연한바, 사실상 새

로운 법을 창설하는 효과를 갖는 해석은 용

인되지 않는다.23

결론적으로 조약법협약에 따르면 법 해석 시 

문언은 해석의 실용적인 출발점(pragmatic 

starting point)에 불과하고, 문언외적 해석수

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그저 

‘자연스런 결과’일 뿐 ‘원칙상’ 문언이 우선시 

되어야하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3. 소 결

우리 법원은 오랫동안 문언의 통상적인 의

미를 중시하는 태도를 취해왔고, 대법원이 

2006다81035 판결을 통해 포괄적인 해석원

칙을 제시한 이후에도 문리적 해석을 우위에 

두는 태도가 상당부분 고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4 반면 국제관습법 또는 ‘법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 of law)’25으로 인

20 Appellate Body Report, US-Continued Zeroing, para. 268 (“The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that are set out in 
Articles 31 and 32 are to be followed in a holistic fashion. The interpretative exercise is engaged so as to yield 
an interpretation that is harmonious and coherent and fits comfortably in the treaty as a whole so as to render 
the treaty provision legally effective. A word or term may have more than one meaning or shade of meaning, 
but the identification of such meanings in isolation only commences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it does not 
conclude it ... a treaty interpreter is required to have recourse to context and object and purpose to elucidate 
the relevant meaning of the word or term. This logical progression provides a framework for proper interpretative 
analysis.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reaty interpretation is an integrated operation, where 
interpretative rules or principles must be understood and applied as connected and mutually reinforcing 
components of a holistic exercise”).

21 Richard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144.

22 Ian Sinclai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nd Edi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p. 
116.

23 USA, Federal Reserve Bank v. Iran, Bank Markazi Case A28, (2000-02) 36 Iran-US Claims Tribunal Reports 5, at 
22, para 58 참조. 다른 하나의 참고예시로서, WTO 협정의 경우 전체 회원국 3/4이 동의한 유권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을 통해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고(DSU 제3.9조 및 WTO 설립협정 제9.2조), 이러한 해석은 조약해석에 
관한 체약국들의 후속합의(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로서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효과를 갖지만(조약법협약 제31조 제3항(a) 참조), 이러한 유권해석을 통해 조약 개정(amendment)과도 
같은 효과를 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다(WTO 설립협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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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고 있는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의 해

석규칙에 따르면 비록 문언의 표면적 의미를 

재확인하는 결과로 귀결될지언정, 모든 법 

해석 시에는 항상 문언적 기준과 문언외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가장 타당한 해

석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 차에는 ‘국내법’과 ‘국제조약’ 

간의 본질적 차이가 일정부분 반영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즉, 국내법은 2006다81035 

사건의 재판부가 확인한 바와 같이 “원칙적

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

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고, 이에 

대한 사법적 해석에는 2004스42 사건의 소

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에 의하여 

설정된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대

법원의 기본적인 해석 태도는 법치주의국가

에서 사회의 제도 및 체제 유지를 담보하여

야 하는 법률의 해석이 그 근본 체제(권력분

립 원칙)를 형해화할 수 없다는 보편적 대원

칙에 부합한다. 반면 국제조약은 국제관계에

서의 최상위 행위주체(국제정치에 관한 고전

적 현실주의(realism)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행위주체)26라고 봐도 과언이 아

닌 주권국가(sovereign state) 간의 약속으

로, 동 행위주체 간의 약속을 담은 조약의 

해석에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경우와 같은 

분권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

제기준과 우리 판례에 따른 해석원칙을 같은 

평면에서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은 온당

치 않을 것이다. 국제공법상의 해석규칙 또

는 관련 법리를 국내법의 해석 시 적용하는 

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물론이다.

다만 법 해석이 일반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법철학적 논의를 참

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개개 법률의 해석은 해당 법률이 귀

속된 규범체계 및 규범질서에 부합하는 방식

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마땅한바, 지나치

게 문언중심적인 해석만으로는 “가장 타당한 

의미”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법률 해석 시 모든 고려요

소에 대한 다면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해석

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우리 대법원이 이미 문언외적 해석방법

24 문언적 해석을 사실상 배타적 해석방법으로 규정한 2014다223025 사건의 재판부는 물론, 문언외적 해석의 포괄적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2006다81035 사건의 재판부 또한 법률의 문언이 명확한 경우에는 문언외적 해석방법의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제한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물론 2006다81035 판결의 경우 법률의 문언이 동일 법률 내의, 그리고 전체 법체계 내의 조화를 충실히 
반영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바, 법체계에 위배되는 경우에조차 문언적 의미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다른 해석수단의 활용이 제한되어
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될 수는 없다(“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5 국제법상 권원으로 인정받는 ‘법의 일반원칙’이란 보통 “문명국들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을 의미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법률’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38조 참고. 따라서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이라 함은 대다수 국가의 사법체계 내에서도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대법원이 제시한 법 해석원칙이 일견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과 유사해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한편 국제관습법의 경우 대개 개개 국가들을 직접 구속하므로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조약법협약의 제반 
규정들을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비해, 다수의 국제조약(DSU, 투자보호협정 등)에 따른 판정부들은 조약법협약의 해석규
칙 등을 국제법의 일반규칙(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Law)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관습법과 국제법의 일반규
칙 간의 구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26 Jack Donnelly, “The Ethics of Realism”, in Christian Reus-Smit & Duncan Snid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150 등을 일반적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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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용을 인정한 이상, 문리적 해석이 부당

하거나 비합리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경우에조차 문언중심적인 해석만을 고수하

는 태도는 적절치 않고, 문언외적 수단을 포

함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 

사안별로 최선의 합리적 해석을 도출하기 위

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언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도 

공표된 해석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언

의 표면적 의미에서 일탈할 때는 각별한 주

의가 요구된다. 특히 문언외적 해석수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주관적인 해석논

리가 남용될 것임이 분명하고, 이를 무분별

하게 수용할 경우 법 운용의 기초적 안정성

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따라서 특정 법조항

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언외적 해석방법을 채

택하는 경우에는 검증 가능한 논리적 기준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리적 기

준은 법적근거(legal basis)와는 구분되는 

일종의 법적기준(legal test)으로써 이를 구

성하는 과정은 법 기술적인 성격을 갖는바, 

특정 법체계 하에서 생성된 기준이라 할지라

도 최소한 그 논리적 ‘방법론’은 다른 법체계

에서 직접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약법협약 제31조를 적용한 법률 해석에 

관한 실증적 법리는 비록 국제공법이라는 별

도의 법적근거에 따른 것일지라도 우리법의 

해석 시에도 유의미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상술한 바와 같이 WTO 분쟁은 국제공법

분쟁 가운데 가장 법률주의적인 분쟁 중 하

나인바, 아래에서는 WTO 판례에서 기 채택

된 문언적 해석 및 문언외적 해석의 실증적 

예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보론: 조약법협약상 법 
해석규칙의 WTO 적용례

1. 개 관

WTO 분쟁이 법 해석적 관점에서 가장 

법률주의적인 분쟁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경제통상조약으로서의 WTO 협정 

고유의 특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WTO 협정으

로 대표되는 국제통상법은 본래적 범죄

(malum in se)를 처벌하는 기본형법과 같은 

자연법적 규범 또는 국제인도법(internatio-

nal humanitarian law)과 같이 보편적 도덕관

념에 따라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할 가치규범27

이 아닌, 회원국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

한다. 그런데 197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

가의 경제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헌장’ 제2조 

제1항에 적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가는 경제활

동에 관한 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주권을 향유하

는 것이 원칙이다.2829 물론 이러한 경제주권은 

조약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30 

27 예컨대 민간인이나 비전투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네바협약이나, 군사작전 중 교전자의 권리·의무를 확립하고 무력충돌 
시 사용되는 수단을 제한하는 헤이그협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러한 국제인도법에 따른 원칙들 가운데 상당수는 근거조
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관습인도법은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상당수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국제적
십자사가 성문화한 관습규칙 가운데는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은 규정들도 있는바, 그러한 세부내용들이 모두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가 아님에도 그 기능과 역할이 국제법에 의해 
직접 인정된바, 국제법의 간접작용에 기인하여 국제적 법인격(international juridical personality)을 갖추게 된 특별한 지위(sui 
generis status)를 인정하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으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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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약을 통해 제한

한 경우 그러한 조약상의 의무는 엄격하게 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31

이러한 배경에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규율하는 ‘분쟁의 해결을 준거하는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 제

3.2조는 WTO의 판정부가 국제공법상의 ‘해

석규칙’에 따라 WTO 협정의 위반 여부를 

규명하되, WTO 협정에 규정된 권리·의무

(rights and obligations)를 넘어서는 판정

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2 다만 

분쟁해결절차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절차

적 사항(적법절차, 사법경제, 입증책임 등)이

나 판단기준(비례성, 불소급성 등) 등에 관해

서는 국제공법상의 원칙을 다양하게 원용하

고 있다.33

즉,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조약법협약 

제31조 및 제32조를 포함한 국제공법상의 

다양한 해석규칙을 통해 WTO 협정의 내용

을 규명, 이를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으나 

WTO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국제공법상의 

일반원칙 기타 실체적 의무를 원용할 수는 

없다.34 자연히 WTO 분쟁의 법적 쟁점은 

해석에 관한 사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두 번째 이유는 WTO 분쟁의 주요 제소

28 United Nations (1975)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281 (XXIX):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Twenty-Ninth Session, Supplement No. 31 (A/9631), pp. 
50-55 (“Article 2 [Paragraph 1] Every State has and shall freely exercise full permanent sovereignty, including 
possession, use and disposal, over all its wealth, natural resources and economic activities”). 

29 이에 따라 WTO 협정 위반에 대한 궁극적인 구제수단인 보복권한조차 조치국의 협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무역 불균형
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국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상응(equivalent)하는 수준의 자국 양허·의무 제공을 중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Haneul Jung & Nu Ri Jung, Enforcing ‘Purely’ Environmental Obligations Through International Trade 
Law: A Case of the CPTPP’s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World Trade, Vol. 53, No. 6 (2019): 1001-1020, 1019 
참조.

30 Haneul Jung, Tackling Currency Manipulation with International Law: Why and How Currency Manipulation should be 
Adjudicated?, Manchest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9, Issue 2 (2012): 184-200, 187.

31 또한 조약상 부과되는 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 의무는 국가주권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in 
dubio mitius, “조약제한해석원칙”). 정하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서의 국가책임 발생범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연
구: ‘엘리엇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1호, p. 242 참조. 조약제한해석원칙에 관한 WTO 법리에 대해서는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para. 165, fn. 154 
등을 참조. 또한 ISDS 법리에 대해서는 SGS v. Pakistan, ICSID Case No. ARB/01/1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71 등을 참조. 반면 조약제한해석원칙의 남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Christophe J. Larouer, “In the Name of 
Sovereignty? The Battle over In Dubio Mitius Inside and Outside the Courts”, Cornell Law School Inter-University 
Graduate Student Conference Papers, Paper 22 (2009), pp. 1-49 등을 참조.

32 WTO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 제3.2조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is a central element in providing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Members recognize that it serves to preser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and to clarify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ose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SB can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33 US – Shrimp, paras. 141, 158, 182; US – FSC, para. 166; US – Cotton, para. 120; US – Wool Shirts and Blouses, 
pp. 17-20; Australia – Salmon, paras. 219-226; US – Tuna II (Mexico), para. 403; Argentina – Import Measures, paras. 
5.185-5.195; Brazil – Desiccated Coconut, p. 15; EC – Bananas III, para. 235; Canada – Patent Term, paras. 71-74; 
EC – Aircraft, para. 672 등 사건의 Appellate Body Reports 등 참조. 

34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 “ILC Articles”)의 주해(commentary)는 DSU를 국제공법상 자급적(self-contained) 특별법(lex specialis)의 대표
적 예시로 꼽고 있다. Commentaries to ILC Articles, p. 140 참조. 예컨대 Peru – Agricultural Products의 패널은 설사 
조약법협약 제18조에 따른 조약이행의무를 위반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WTO 협정의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Panel Report, Peru – Agricultural Products, paras, 7.69, 7.92 참조. Mexico – Taxes on Soft Drinks 사건의 상소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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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국가의 법규·제도·관행·처분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WTO 분쟁에 따른 궁극

적 구제는 제소대상 조치(measure)의 철폐

(withdrawal)이지만, 철폐가 자발적으로 이

뤄지지 않을 경우(그리고 보상합의에 실패할 

경우) 승소국에게 주어지는 임시적 구제

(temporary remedy)는 WTO 협정에 위배

되는 조치로 인해 자국이 입게 된 피해에 상

응하는 보복을 실시할 권한이다.35 그런데 

WTO 협정상 부여되는 보복수준은 불법행

위 시점까지 소급하여 산정되는 민사상의 손

해배상과 달리 계량경제학적

(econometrics) 분석을 통해 보복권한이 발

생한 시점부터 장래적(prospectively)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연히 WTO 제소는 일시

적 행위가 아닌 장래효를 갖는 법규·제도·관

행·처분에 집중된다. 그 결과 WTO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소대상 조치, 즉 핵심 ‘사

실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나름의 체계와 논

리구조를 내재한 국내 판정문, 법규, 제도, 

또는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한 관행

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특정 행위의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법의 ‘해석(interpretation)’과 

함께 ‘적용(application)’이 필요하다.36 또

한 복잡한 사실관계에 법조항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사실관계로부터 구체적인 쟁점을 도

출해내야 한다. 특히 장래효를 갖는 법규·제

도·관행·처분에 WTO 협정을 적용하려면 

필연적으로 제소대상 조치의 논리적 분해·재

구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굳이 비유하자면 

협정문과 제소대상 조치를 각각 심화·분석하

여, 해석에서 파생된 법리와 사안에서 도출

된 쟁점 간에 상호 연계점을 구축해가는 과

정이 필요하고, 법리와 쟁점이 교차하는 접

점에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석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37

국제공법상의 대항조치(countermeasure)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WTO 협정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멕시코 주장을 
배척하였다. Appellate Body Report, Mexico – Taxes on Soft Drinks, paras. 75-77 참조. 다만 상소기구는 US – Gasoline 
사건에서 DSU 제3.2조는 WTO 협정이 적어도 해석에 있어서는 국제공법으로부터 외과적으로 고립(clinical isolation)되지 않는
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았고, 그러한 시각에 입각해 ILC Articles에 규정된 국제공법상 원칙들을 WTO 협정상 의무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이때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c) 등을 인용한 바 있다). Appellate Body Report, US – 
Gasoline, p. 17 참조. 특히 보조금협정 제1.1조상의 ‘공공기관(public body)’의 정의를 해석함에 있어 ILC Articles 상의 국가책
임귀속 요건을 투영한 판례들은 몇몇 회원국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Appellate Body Report,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paras. 308-316 등 참조. 유사한 사례로 Panel Report, Canada – Dairy, para. 7.77, 
n. 427, Panel Report, Turkey – Textiles, paras. 9.42-9.43 등 참고. 또한 상소기구는 조약법협약 제26조에 규정된 조약 
이행에 있어서의 신의칙 의무가 WTO 협정상 의무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설시하기도 하였다. Appellate Body Report, US 
– Cotton Yarn, para. 81 등 참조. 다만 조약법협약 제26조에 따른 신의적 이행의무는 추가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하기보다는 
협정상 권리·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따지기 위해 당연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5 DSU 제21조 및 제22조 등 참조.

36 조약법협약의 기초가 된 Harvard Law School Draft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의 주해(commentary)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이고, 적용은 특정 상황에서 문언에 따른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interpretation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meaning of a text; application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consequences which, 
according to the text, should follow in a given situ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Anastasios Gourgourinis, “The 
Distinction betwee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orm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Volume 2, Number 1 (2011), pp. 32-33 (Harvard Law School, ‘Draft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19. Interpretation’ (1935) 29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upplement: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p. 957, 938-939)를 인용). 

37 난해한 사안일수록 오히려 적용의 범위는 축소되고 해석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다. 심지어 McNair은 조약문의 
내용이 명백할 경우 조문은 별도 해석이 없이도 곧바로 적용될 수가 있는바, 해석은 조문의 표면적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나 
필요한 2차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Gourgourinis, pp. 31-57, p. 46 (Lord McNair, The Law of Treaties (Clarendon 
Press)(1961)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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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유로는 아직 WTO 분쟁 사례

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

다. WTO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국가 

간 분쟁(state-to-state dispute) 가운데는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절차이지만, 

주로 외교적 협의가 결렬된 이후에야 제기되

는 국제공법분쟁의 특성상 국내소송이나 국

제중재 등에 비하면 희소한 편이다.38 WTO

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21년 3월 현재까

지 총 600개의 분쟁만이 발생한 상태이고, 

당사국들 간 합의 기타 절차포기 등의 이유

로 300개 이하의 사건에서만 판정이 내려졌

다.39 특정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분쟁이 늘

어날수록 동법의 해석 및 다양한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을 통해 구체적인 법리가 생성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법리가 축적·확립됨에 따

라 동일 법적근거에 따른 후속 사건에서는 

특별한 해석노력 없이 기존 법리를 적용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40 그러나 

WTO 분쟁의 경우 WTO 협정의 방대한 분

량에 비해 아직까지 축적된 판례가 상대적으

로 적은 탓에 거의 매회 치열한 해석론적 다

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WTO 판

정부가 WTO 협정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때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의 다섯 가지 

요건을 밀도 있게 검토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아래에서는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

항의 다섯 가지 해석요건에 관한 WTO 판례 

중 논리전개 과정이 상대적으로 직관적인 사

례를 소개하여 해석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참

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WTO 판례 가운

데는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 이외에도 제

31조 제2항 및 제3항, 제32조를 포함한 여

타 해석규칙들을 적용한 판례도 다수 있으

나, 본고의 제한적인 논의 목적상 오로지 조

약법협약 제31조 제1항의 해석규칙을 적용

한 법리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2. ‘통상적 의미’

본고는 문언적 해석방법과 문언외적 해석

38 2019년 한 해 동안에만도 최소 7,222건의 국제중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ker McKenzie Arbitration Statistics 
2019 (https://globalarbitrationnews.com/how-did-arbitration-institutions-fare-in-2019) 참조 (2021.3.19. 방문). 국
제중재 가운데 상대적으로 희소한 축에 드는 투자자-국가 분쟁(“ISDS”)의 경우에도 2020년 6월 현재까지 최소 1,061개의 분쟁
(known cases)이 누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 참조 (2021.3.19. 방문). 

39 WTO “Dispute settlement activity – some figur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참조 (2021.3.19. 방문). 

40 이러한 경향은 민형법과 같이 일상적인 분쟁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파생된 사건과 신규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발생하는 사건에서
의 판결문 내용을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제분쟁에서는 ISDS에서 투자자측의 주요 제소근거가 되는 ‘정당한 기대
(legitimate expectation)’ 법리의 발전사례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원래 ‘정당한 기대’ 원칙은 국제투자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통법(common law)상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투자보호협정(BIT)에 따라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소위 ‘공정·공평대우’(“FET”) 조항의 적용에 
있어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된 ‘정당한 기대’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성립된 이래, 다수의 중재판정부들은 
관련 사건의 고유 사실관계에 비추어 무엇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대신 사실상 기계적으로 ‘정당한 
기대’ 원칙을 적용하여 ‘공정·공평대우’ 조항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원칙은 Tecmed v. Mexico 사건의 판정부가 동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공정·공평’ 대우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국이 투자자가 당해 투자의 특정한 
운영에 대해 갖는 정당한 기대를 위반하지 않아야만 한다고 판단(이와 관련하여 Tecmed 판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사실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한데서 시작되었으나, 대다수 후속 판정부들은 ‘정당한 기대’ 원칙을 ‘공정·공평대우’ 조항의 소위 ‘기초 시금석(basic 
touchstone)’으로 취급하여 치열한 해석·적용 노력 없이 동 기준을 단순 적용하고 있다. Tecmed, S.A.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00/2, Award, 29 May 2003, paras. 88, 154; El Paso Energy International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5, Award, 31 October 2011, para. 339; Gavrilovic v. Republic of 
Croatia, ICSID Case No. ARB/12/39, Award, 26 July 2018, para. 954 등 참조.



14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1호 (통권 제1호)

방법 중 후자쪽의 논의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으나, 당연히 WTO 분쟁 또한 문언이 해

석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EU – Biodiesel 사건의 패널 및 

상소기구는 반덤핑 조사(anti-dumping in-

vestigation) 시 비용(cost) 산출과 관련된 

요건을 규정한 WTO 반덤핑협정(Anti- 

Dumping Agreement) 제2.2.1.1조 1문에 

대해 문리적 해석을 실시하였다.

반덤핑협정 제2.2.1.1조의 1문은 반덤핑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정상가격(normal 

value)을 구성(construct)함에 있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실제 자료상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

을 정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략)...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보관하는 자료가 

수출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GAAP)에 따

라 작성되었고,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

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한, 비용은 통상

적으로 당해 자료에 기초해 계산되어야 한다.41

이 사건에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은 반덤핑협정 제2.2.1.1조 1문의 “합리적으

로 반영(reasonably reflect)하는 한”이란 

단서를 근거로, 조사당국은 수출자의 비용자

료에 반영된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비용이 합

리적인 수준인지를 검증하여 비합리적인 것

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비용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2 

이 사건 패널은 조약법협약에 따른 해석요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럽연합의 주장

을 분석했으나 결정적으로는 ‘합리적으로

(reasonably)’와 ‘반영(reflect)’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및 1문의 문법적 구조에 따른 

문리적 해석을 통해 유럽연합의 주장을 배척

했다. 즉, 패널은 1문의 ‘합리적으로’는 ‘반

영’을 수식할 뿐 ‘비용’을 수식하지 않는바, 

발생한 비용 그 자체의 합리성을 근거로 수

출자의 실제자료를 배척할 수 없고 1문은 실

제로 발생한 비용(costs that have ac-

tually been incurred)의 회계자료에 대한 

‘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43 이때 패널

은 비용반영이 잘못된 사례로 감가상각이 비

합리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비용배분(cost 

allocation)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수직통

합(vertically-integrated)된 기업집단의 계

열사인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판매와 관련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 타 계열

사의 비용으로 분산된 경우 등을 예시하였

다.44 유럽연합은 반덤핑협정 제2.2.1.1조 1

문의 자체적인 해석은 물론, 제2.2조, 제

2.2.2조, 제2.2.1.1조의 2문 및 3문과의 유

기적 해석을 통한 다양한 논리를 제시했지만 

‘통상적 의미’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41 First sentence, Article 2.2.1.1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2, costs shall 
normally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records kept by the exporter or producer under investigation, provided 
that such records ar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f the exporting country 
and reasonably reflect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and sal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42 Panel Report, EU – Biodiesel (Argentina), para. 7.93.

43 Panel Report, EU – Biodiesel (Argentina), paras. 7.228-7.231. 물론 이 사건 패널은 ‘통상적 의미’ 외에도 제2.2.1.1조의 
문맥, 반덤핑협정의 목표/목적 등에 기초한 검증작업을 통해 자신이 판단한 ‘통상적 의미’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paras. 7.232-7.247).

44 Panel Report, EU – Biodiesel (Argentina), para. 7.232. 또한 아래 각주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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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문맥’

법 조항의 ‘통상적 의미’는 관념적으로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문구를 포섭하는 

문맥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45 해

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맥’의 종류

는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해석대상 문구/문장이 직접 포함된 문맥

(immediate context)으로, 문법론 중에서

도 특히 통사론(syntax)적 관점에서 문구의 

객관적 의미를 밝혀내는 해석의 근거가 된

다. 둘째는 관련 조문의 제목(title/heading)

으로써, 산하 규정의 성격을 정의하고 해석

의 방향성을 제시한다.46 마지막은 법의 구

조(structure) 및 체계(scheme)로써, 법의 

전반적인 구조 및 체계 내에서 대상문구의 

위치 내지 기능에 입각해 적합한 의미를 규

명하는 근거가 된다.47 

직접적 문맥을 통한 해석의 예시는 조금 

전 살펴본 EU – Biodiesel 사건의 패널 판

정에서 찾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동 사건

에서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2.2.1.1조 1문의 

단서에 따라 수출자/생산자의 실제 자료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대상’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actual costs)’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1문의 직접적인 문맥(immediate 

context)을 고려하였다. 즉, 제2.2.1.1조의 

반대해석(a contrario interpretation)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수출자/생산자의 회계자

료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경

우’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

(GAAP)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실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GAAP에 

따라 회계자료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히 물품

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비

용일 수밖에 없는바, 같은 예외사유인 ‘합리

적 반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도 ‘실제

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한 것이다.48

다음으로 구조적 해석에 관한 WTO 법리

를 살펴보자. 법의 구조 및 체계에 입각한 

해석은 다수의 핵심 WTO 법리를 창출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특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과 함께 가장 빈번히 

원용되는 WTO 협정인 반덤핑협정의 제3조 

및 제2조에 관한 구조적 해석(structural 

interpretation)은 해석의 구조가 직관적이

라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특정 수입품에 반덤

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요

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로는 조사대상 

수입품이 덤핑가격(dumped price)으로 수

입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여기

45 Yearbook of the ILC, 1964, Vol. II, p. 56 및 Yearbook of the ILC, 1966, vol. II, p. 221, para (12) 등 참조.

46 다만 표제·제목은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문맥(context)으로써 작용할 뿐 아니라, 동시에 관련 조문의 목표/목적(object/purpose)
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고 보론의 목적은 ‘문맥적 해석’ 및 ‘목표/목적에 입각한 해석’에 관한 WTO 사례를 각각 
구분하여 소개하는 것이므로 표제·제목을 통한 해석에 관한 법리는 별도 다루지 않기로 한다. 

47 Richard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178-188 참조.

48 Panel Report, EU – Biodiesel (Argentina), para. 7.232 참조. 상소심에서 유럽연합은 패널이 반덤핑협정 제2.2.1.1조에 따른 
비용이 ‘실제(actual)’ 발생한 비용일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한 부분이 오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제2.2.1.1조의 문언에 ‘실제비용’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없다는 점에 더해, 제2.2조의 구조를 살펴보아도 제2.2.2조에서 이미 
실제비용자료를 활용한 별도의 기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2.1.1조가 ‘실제비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제2.2.1.1조 및 관련 문맥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제2.2.1.1조가 
‘실제 비용’이 실제자료에 반영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본 패널 판정에 문제가 없고, 패널의 해석이 반덤핑협정 제2.2조에 
관한 논리적 해석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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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덤핑(dumping)이란 수입품이 ‘정상가격’

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 시장에 진입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요건은 덤핑수입

으로 인해 조사대상물품과 동종인 물품(like 

product)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산업피해의 판정은 반덤핑

협정 제3조, 덤핑의 판정은 제2조에 따라 결

정된다. 해석론적 관점에서 이 두 조항이 특

기할 만한 이유는, 제3조 및 제2조에 관한 

구조적 해석이 상호 대비되는 논리구조를 갖

기 때문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제3조의 경우 

피라미드의 꼭짓점에 해당하는 종국요건이 

피라미드의 하부를 구성하는 선행

(preceding) 요건의 해석 시 투영되어야 한

다는 법리가 형성되었고, 제2조의 경우 逆피

라미드의 하부 꼭짓점에 해당하는 주위적 요

건이 逆피라미드의 상부에 존재하는 대안적

(alternative) 요건의 해석 시 기준점이 되어

야 한다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우선 반덤핑협정 제3조의 해석에 대해 살

펴보자. 총 8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제3조는 

반덤핑조사에서 산업피해 판정을 위한 구체

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제3조

의 전반적인 구조를 정의하면서 산업피해 조

사·분석이 실증적 증거(positive evidence) 

및 객관적 검토(objective examination)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실체적 

요건으로는 제3.2조에 따라 덤핑물품이 국

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price 

effect)와 수입물량의 증가(volume in-

crease)를 분석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제3.4조에 따라 국내산업의 각종 피해지표

를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효과/물량증

가 및 산업피해의 존재가 각각 인정되는 경

우, 반덤핑협정 제3.5조에 따라 가격효과/물

량증가와 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가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로 입

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3.5조에 따른 인과

관계 분석은 실무상 선행절차인 제3.2조에 

따른 가격효과/물량증가 분석 및 제3.4조에 

따른 산업피해 분석 시 검토된 자료의 범위

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반덤핑협정 

제3조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덤핑조사

의 구조적인 한계이다. 비록 제3.5조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인과관계 분석에 영향을 미

치는 “모든 관련 증거(all relevant evi-

dence)”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러한 증거는 필연적으로 조사당국이 보유한

(before the authorities) 정보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바, 만일 조사당국이 전체 조사의 

흐름이나 맥락과 상관없이 선행절차에서 제

3.2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요건을 기계적으

로 충족할 경우 후속절차인 인과관계 분석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WTO 판정부들은 제3.2조 및 제

3.4조의 각 요건들을 제3조의 전체 맥락에

서 단절된 소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취

급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왔다.49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검토의 목적은 

결국 제3.5조에 따른 궁극적인 질문 –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 에 답하기 위함인바, 반

덤핑협정 제3조의 구조상 제3.2조 및 제3.4

조의 역할은 제3.5조를 위한 ‘기반벽돌

(building block)’과도 같은 것이다.50 이러

49 Panel Report, EC – Bed Linen, para. 6.163; Panel Report, Thailand – H-Beams, para. 7.23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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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조적 해석에 입각해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따른 가격효과/물량증가 분

석 및 제3.4조에 따른 산업피해 분석이 적법

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련 조항

에 명시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동 

선행분석들을 통해 제3.5조에 따른 인과관

계 분석이 객관적이고도 적절하게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설명력(explanatory force)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법적기준을 제시하였

다.51

한편 덤핑에 관한 판정은 총 15개의 세부

조항으로 구성된 반덤핑협정 제2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중 정상가격은 제2.1조, 제

2.2조, 제2.2.1조, 제2.2.1.1조, 제2.2.2조, 

그리고 제2.2.2조의 하위조항인 제2.2.2조

(i), 제2.2.2조(ii), 제2.2.2조(iii)에 따라 결

정된다(덤핑판정을 위해 정상가격과 비교되

는 수출가격은 제2.3조에 따라 결정되고, 가

격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에 의해 규율

된다). 

일반적으로 제2.1조 및 제2.2조의 연동해

석에 따라 수출국 내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실제 판매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인정

받는데, 만일 수출국 내 해당물품의 판매실

적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또는 적은 

판매물량 등으로 인해 국내판매가격과 수출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경

우, 정상가격은 ‘제3국에 대한 수출가격’ 또

는 ‘구성가격’을 기초로 결정될 수 있다(제

2.2조). 이중 ‘구성가격’이란 실제 판매가격 

대신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profit), 판매관

리비(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생산비(cost of production)를 산

출하여 가상의 정상가격을 계산한 결과 값을 

의미한다. 

반덤핑협정 제2.2.2조의 두문(chapeau)

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거래를 위해 동종물

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관

리비 및 이윤에 관한 조사대상자의 ‘실제자

료’에 기초해 구성가격을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구성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하위조항인 

(i)~(iii)목에 열거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판매관리비 및 이윤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다.52 그런데 제2.2.2조의 (i)~(ii)목

이 제2.2.2조 두문에 따른 가격구성 요건을 

일부 완화한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iii)목에서는 “그 밖의 모든 합

리적 방법(any other reasonable meth-

od)”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3 

관련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iii)목에서 말하

는 ‘그 밖의 모든 합리적 방법’이 정확히 무

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였음은 물론이

다.54 (iii)목의 문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

면 제2.2조 및 제2.2.2조 두문에 따른 가격

구성이 불가능하여 (iii)목을 인용한 이상, 그

저 일반적인 합리성 요건(reasonableness 

50 Panel Report, Korea – Pneumatic Valves (Japan), para. 7.248; Appellate Body Report, Korea – Pneumatic Valves 
(Japan), paras. 5.191-5.192 등 참조.

51 Appellate Body Report, China – GOES, paras. 149-150.

52 제2.2.2조 (i)~(iii)목 간의 관계는 “또는(or)”이란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3개 조항들 간에는 우위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53 다만 이윤의 경우 별도의 상한(cap)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윤상한(profit cap)을 정하기 위한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54 Nu Ri Jung, “Clarifying the Legal Ambiguity in Article 2.2.2(iii)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 Proposed 
Set of Interpretative Guidelines for ‘Any Other Reasonable Method’”,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Vol. 11:369 (2016)을 일반적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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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만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WTO 판정부는 (iii)목 또한 

반덤핑협정 제2조의 전반적인 구조에서 자

유롭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WTO 판정부는 (iii)목의 “합리적 방

법(reasonable method)”이 “그 밖의 모든

(any other)”에 의해 수식됨에 주목하며, (i)

목이나 (ii)목 등 관련 조항에 규정된 구체적 

요건들은 (iii)목에 따라도 이미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iii)목에서 요구되는 ‘합

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종의 기준을 제시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2.2.2조(iii)에 따른 

‘합리성’의 기준이 되는, 관련 조항들에 규정

된 각종 요건들이 ‘실제자료’의 사용을 선호

한다는 점과, 제2.2.2조의 (iii)목이 제2.2조 

→ 제2.2.2조 두문 → 제2.2.2조(i)~(iii)의 

순서로 가격구성 원칙을 순차적으로 완화

(incremental progression away from 

these principles)하는 구조적 연장선상에 

위치한 조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제2.2조의 전반적 구조에 입각해, WTO 판

정부는 제2.2.2조(iii)에 따른 합리적인 이윤 

산출방법이란 곧 “조사대상물품이 수출국에

서 통상적인 거래에 따라 판매되었을 경우 

실현하였을 이윤의 근사치를 산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rationally directed at ap-

proximating the profit margin to what 

would have been realized if the prod-

uct under consideration had been sold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in the 

exporting country)”에 해당한다는 법적기

준을 제시하였다.

4. ‘목표와 목적’

국어는 물론 영어적으로도 ‘목표(object)’

와 ‘목적(purpose)’은 사실상 동의어에 해당

한다. 특히 조약법협약 제31조에 따른 목표/

목적은 모두 조약 그 자체의 목표/목적에 해

당하는바, 더더욱 둘 간의 관계를 구분하기

가 쉽지 않다. 그러나 조약법협약의 불어본

(French version)에서 영문본의 ‘object’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단어인 ‘l’objet’는 특정 

규범에 의해 생성된 하위규범, 조항, 권리·

의무의 실체적 내용과의 연관성을 묵시하기

에, 조약의 ‘목표’란 곧 조약의 하위규범(예

컨대 개별 조항)에 관한 것이고, 반면에 조약

의 ‘목적’은 당사국들이 조약 그 자체를 통해 

달성하고자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적을 의미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조약법협약 제31조에 따른 조약의 ‘목표’란 

곧 조약을 구성하는 개별 조항의 목표를 의

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55 상소기구도 

EC – Chicken Cuts 사건에서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의 ‘목표 및 목적’이 개별 조항

이 아닌 조약 전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확

인하면서도, 다만 개별 조항의 해석 시 조약

의 전체 목표/목적 대신 해당 조항의 목표/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금지되지는 않

는다(개별 조항의 목표를 전체 조약의 목적

으로부터 괴리하여 지엽적으로 고려하지 않

는 한)는 입장을 취했다.56 살피건대, 논리적 

55 Richard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190-192.

56 Appellate Body Report, EC – Chicken Cuts, paras. 238-240 (“It is well accepted that the use of the singular word 
‘its’ preceding the term ‘object and purpose’ in Article 31(1) of the Vienna Convention indicates that the term 
refers to the treaty as a whole; had the term ‘object and purpose’ been preceded by the word ‘their’, the use 
of the plural would have indicated a reference to particular ‘treaty terms’. Thus, the term ‘its object and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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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도 개별 조항이 전체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 

그러한 기능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는 조약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중간목표

(intermediate object)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간목표를 해당 조항의 해

석 시 고려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약의 ‘목표/목적’에 기초한 해석의 대

표적인 예시로는 국내에서는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널리 알려진 Korea – 
Radionuclide 사건의 두 가지 주요 쟁점 가

운데 회원국들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협정”)’ 제

2.3조에 관한 해석법리를 꼽을 수 있다.57 

이 사건에서 한일 양국 및 패널·상소기구는 

조약법협약 제31조에 따른 해석론을 총동원

하였으나, 아래에서는 ‘목표/목적’에 기초한 

해석론적 쟁점만 일부 추출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또한 분쟁의 향방을 결정한 핵심 쟁점

에 관한 양국의 구체적인 주장/논리 등에 대

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WTO SPS 협정 제2.3조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자국 

및 다른 회원국들의 영토를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거나 정

당화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한

다.58

패널심에서 일본은 제2.3조상의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제소대상이 된 한국 

조치에 의해 규제되는 ‘상품’(일본 내 오염환

경이 아닌)이고, 따라서 각 회원국을 원산지

로 하는 ‘상품’들의 위해성(risk)을 비교기준

으로 삼아 회원국 간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

사한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9 

반면 한국은 제2.3조의 문리적 해석에 의거

할 때 관련 회원국들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환경조건이 비교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60 

makes it clear that the starting point for ascertaining ‘object and purpose’ is the treaty itself, in its entirety. 
At the same time, we do not believe that Article 31(1) excludes taking into account the object and purpose 
of particular treaty terms, if doing so assists the interpreter in determining the treaty’s object and purpose on 
the whole. We do not see why it would be necessary to divorce a treaty’s object and purpose from the object 
and purpose of specific treaty provisions, or vice versa. To the extent that one can speak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provision’, it will be informed by, and will be in consonanc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entire treaty of which it is but a component. Having said this, we caution against interpreting WTO law 
in the light of the purported ‘object and purpose’ of specific provisions, paragraphs or subparagraphs of the 
WTO agreements, or tariff headings in Schedules, in isolation from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on 
the whole. Even if, arguendo, one could rely on the specific ‘object and purpose’ of heading ... we would share 
the Panel’s view that “one Member’s unilateral object and purpose for the conclusion of a tariff commitment 
cannot form the basis” for an interpretation of that commitment, because interpretation in the light of Articles 
31 and 32 of the Vienna Convention must focus on ascertaining the common intentions of the parties”).

57 다른 하나는 조치국이 적정보호수준(ALOP)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의 무역 차별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한 SPS 협정 제5.6조와 관련된 쟁점이다.

58 Article 2.3 of the SPS Agreement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do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Members where identical or similar conditions prevail, 
including between their own territory and that of other Members.....”).

59 Panel Report, Korea – Radionuclide, para. 7.262.

60 Panel Report, Korea – Radionuclide, paras. 7.266, 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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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SPS 협정 제2.3조상의 ‘조건’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 

조치의 규제목적(regulatory objective)이 

일본 내 오염환경이 아닌 한국이 수입하는 

일본산 상품의 위해성을 관리하는 데 있다는 

점을 참고하였다. 또한 SPS 협정의 궁극적인 

목적도 국제통상 하에 있는 ‘상품’의 ‘위해

성’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결

국 패널은 제소대상 조치의 ‘규제목적’과 

SPS 협정의 목표/목적을 고려할 때 국제통

상 하에 있는 “상품에 현존하는 위해성(risk 

present in products in international 

trade)”을 기준으로 삼아 회원국 간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61 

한편 상소심에서 한국은 우리 조치의 규제

적 기능 및 목적이란 다름 아닌 일본산 상품

에 내재된 ‘잠재적 위해성(potential risk)’

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였다. 이

러한 대전제에 입각하여 상품의 ‘잠재적 위

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내 환경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상품에 

현존하는 위해성만을 제2.3조에 따른 비교

조건으로 인정한 패널의 판단기준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상소기구는 SPS 협정 제2.3조상의 

‘조건’이 회원국의 ‘영토적 조건’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패널 판단을 부인하지 않으면

서도, “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영토

적 조건과 같은 다른 관련 조건을 고려

(consideration of other relevant con-

ditions, such as territorial conditions, 

to the extent they have the potential 

to affect the product at issue)”해야 한

다고 판단하였다.62 또한 상소기구는 SPS 협

정의 궁극적 목적이 국제통상 하에 있는 상

품의 위해성을 관리하는 것이란 패널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조치의 규제목적 및 한

국 조치가 관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위해성

(잠재적 위해성)이 상품에 잠재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일본 내 영토조건과 연관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이를 온전히 고려하

지 않은 것은 해석론적 관점(as an inter-

pretive matter)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

다.63 특히 상소기구는 패널이 일본을 원산

지로 하는 상품의 현존 위해성만을 비교기준

으로 삼은 이상 현존 오염도의 정량적 수치

를 근거로 서로 다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

는 상품 간의 ‘잠재적 오염성’이 유사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현존 오염도

가 영토조건에 따른 잠재적 위해성을 “완전

히 포착(fully capture)”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도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

다.64

요컨대 상소기구의 결론이 패널 판정에 비

61 Panel Report, Korea – Radionuclide, paras. 7.266, 7.270, 7.276 등 참조. 패널은 목표/목적 외에도 제2.3조의 관련 문맥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으나, 문맥의 경우 주로 목표/목적에 따른 결론을 지지하는 요인(contextual support)으로 고려하였
다(7.272 등).

62 Appellate Body Report, Korea – Radionuclide, paras. 5.63-5.64.

63 Appellate Body Report, Korea – Radionuclide, para. 5.64 (“We do not consider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addressing risks of products in international trade’ permits, as an interpretive matter, conducting an analysis 
under Article 2.3 without fully considering relevant territorial conditions that have the potential to affect products 
for the reason that they have not yet materialized in products, despite their relevance to the regulatory objective 
and specific SPS risk at issue”). 특히 상소기구는 세슘과 스트론튬의 상관관계에 관한 패널의 비교분석이 일본산 및 비일본산 
식품에 현존하는 ‘실제’ 오염도를 기초로 이루어졌고, ‘잠재적’ 오염과 관련된 일본 내 영토조건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Appellate Body Report, Korea – Radionuclide, para. 5.88 참조.

64 Appellate Body Report, Korea – Radionuclide, para. 5.89 (“Importantly, the Panel neither explained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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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달라졌던 이유는 한국 조치의 규제 목적 

및 규제 기능이 일본 내 환경조건의 영향에 

따른 일본산 상품의 잠재적 위해성을 관리하

는 것이라는 우리측 상소심 주장이 받아들여

졌기 때문인데, 이는 상소기구가 1심 패널이 

SPS 협정 제2.3조의 ‘해석’뿐 아니라 실질적

으로 그 ‘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하였다고 본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65 다만 상소기구

도 SPS 협정의 목표/목적을 반영해 제2.3조

의 문언적 의미를 확장하는 패널의 해석방법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5. ‘신의성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다수의 사건에

서 ‘신의성실(good faith)’ 원칙을 적용하였

다. 다만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른, 

조약 해석상의 신의칙과 제26조에 따른, 조

약 이행 시의 신의칙을 엄밀히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66 신의칙은 직관적인 개념이지만 

이를 구체적인 법적기준으로서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67 특히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에서의 ‘신의칙’은 다른 요소들과 달리 

독자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해석의 전 과정

에 걸쳐 적용되는 망라적(overarching) 원

칙인바,68 해석원칙으로서의 신의칙만을 발

라내어 적용 가능한 규칙으로 별도 정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국제공법분쟁에서 신의칙에 따른 해석기

준으로 인정된 대표적인 원칙은 ‘유효성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이다. 라

틴어 격언 ‘ut res magis valeat quam 

contamination within certain quantitative levels would be determinative of ‘similar’ potential for contamination, 
nor whether the measurement of product contamination within those limits would fully capture the territorial 
dimensions of the different potential for contamination between the territories of different Members”). 

65 ‘해석(interpre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관계에 대한 오래된 논의는 국제공법의 해석론에 있어 풀리지 않는 숙제 중 하나인
데, 실무적 관점에서는 해석과 적용 간에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inseparable link)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정부가 해석과 적용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세적이다. Frank Berman, “International Treaties and British Statutes”, Statute 
Law Review, Volume 26, Issue 1, p. 10 (“there is a virtually inseparable link betwee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in such a way that the competent tribunal is not required to distinguish the one from the other”) 
참고. 또한 Anastasios Gourgourinis, “The Distinction betwee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orm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Volume 2, Number 1 (2011), pp. 31-57, 
37 (ILC Fragmentation Report (n 11), paras. 414, 465, 491을 인용) 참고(“because these articles [31 and 32 VCLT] 
- and in particular article 31(3)(c) VCLT – already situate treaty interpretation within the general context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he question of the application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 may seem 
to become somewhat academic”). 이러한 고려에서인지 대부분의 국제조약은 ‘해석 또는 적용(interpretation or 
application)’을 병렬하여 두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 다만 해석과 적용은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는 것이 분명하다.

66 WTO 판정부는 조약법협약 제31 및 제32조에 따른 해석규칙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WTO 협정상의 의무 
위반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제26조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고려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조약이행 시의 신의성실 의무는 심리기준으로
써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협정위반이 입증되기 이전까지는 협정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하는 원칙(presumption of good 
faith compliance, Appellate Body Report, EC – Sardines, para. 278 등 참조)으로 구현되었으나, 협정의 해석 및 적용(즉, 
협정위반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조약법협약 제26조에 따른 신의칙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US　
- Shrimp, para. 158; US – Hot-Rolled Steel, para. 101; US – Cotton Yarn, para. 81 등의 Appellate Body Reports 
참조.

67 Reinhold는 해석규칙으로서의 ‘신의칙’의 이러한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Stewart 美 연방대법관이 음란물과 관련해 Jacobellis 
v. Ohio 사건에서 제시한 유명한 의견인 “[음란물이 무엇인지] 오늘 정의하고자 더 이상 시도하진 않겠지만 ... 그것이 무엇인지는 
보면 알 수 있다(I shall not today attempt further to define [it] ... But I know it when I see it)”를 인용하기도 했다. 
Steven Reinhold, “Good Faith in International Law”, UCL Journal of Law and Jurisprudence, Vol 2 (2013), p. 40.

68 Richard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148 (“Good faith differs from most of 
the other elements of the Vienna rules in that, at least in the way it is expressed in the opening words of 
the rules, it applies to the whole process of interpreting a treaty rather than solely to the meaning of particular 
words or phrases with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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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eat’ 또는 ‘effet utile’로 널리 알려진 

이 원칙에 따르면 해석자는 특정 조항이 중

복적인 의미(redundant)를 갖게 되거나 무

용(inutile)해지는 해석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단어 및 표현에 개별적인 의미와 

효력을 조화롭게 부여하는 해석방법을 채택

해야 한다.69 

한편 국제공법분쟁에서는 유효성의 원칙 

외에도 다양한 해석원칙이 드물지 않게 인용

되고 있는데,70 만일 유효성의 원칙이 해석

의 신의칙이라면 다른 많은 해석원칙들도 조

약법협약 제31조 제1항의 ‘신의칙’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특

히 서론에서 살펴본 신법 우선적용의 원칙,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 관련법들의 내용 

및 법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화롭게 

해석할 의무 등은 신의성실한 해석자라면 당

연히 준수해야 할 해석원칙일 것이다.

무수히 많은 해석원칙들 가운데 유효성의 

원칙이 특별히 해석의 신의칙으로 인정받은 

데는 조약법협약의 작성과정이 주요한 역할

을 했다. 즉, ‘1954년 국제법협회 결의

(1954 Resolution of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제74조(조약법협약 제

31조의 전신)의 작성과정에서 유효성의 원

칙을 조약의 일반해석규칙에 명시적으로 추

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유효성의 원칙은 

신의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되어 제외되

었고, 그 결과 유효성의 원칙이 해석상의 신

의칙으로서 널리 인정받게 된 것이다.71 

그런데 해석원칙 가운데는 상호 상충되는 

의미를 갖는 원칙들이 다수 존재하고,72 이

는 유효성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조약이나 법문에 포함된 문구 가운데

69 Appellate Body Report, Korea – Dairy, paras. 80-81 (“We have also recognized, on several occasions, the principle 
of effectiveness in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ut res magis valeat quam pereat) which requires that a treaty 
interpreter: ‘...must give meaning and effect to all the terms of the treaty. An interpreter is not free to adopt 
a reading that would result in reducing whole clauses or paragraphs of a treaty to redundancy or inutility’. In 
light of the interpretive principle of effectiveness, it is the duty of any treaty interpreter to ‘read all applicable 
provisions of a treaty in a way that gives meaning to all of them, harmoniously”). 또한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Dairy, para. 133 참조 (“the task of the treaty interpreter is to ascertain and give effect to a legally 
operative meaning for the terms of the treaty. The applicable fundamental principle of effet utile is that a treaty 
interpreter is not free to adopt a meaning that would reduce parts of a treaty to redundancy or inutility”). 

70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본 신법우선이나 특별법 우선원칙, 또는 조약제한해석원칙(각주 30 참조) 등을 포함하여, ‘ejusdem generis’ 
(예컨대 열거적 조항에서 일련의 구체적 사항들에 이어 일반적 사항이 제시된 경우, 일반적 사항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항들과 동일한 종류(of the same kind or class)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 (특정 사항이 명시된 경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배제되었음이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일반원칙들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배경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곤 
한다. Joseph Klingler, “Chapter 5: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 & Freya Baetens, “Chapter 7: Ejusdem 
Generis and Noscitur a Sociis” in Joseph Klingler, Yuri Parkhomenko, Constantinos Salonidis (eds.), Between the 
Lines of the Vienna Convention? Cannons and Other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in Public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pp. 73-114, 133-157 참조.

71 Richard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148-150 참조.

72 예컨대 앞서 살펴본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 (특정 사항이 명시된 경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배제되었음이 추정되
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exempla illustrant, nonrestringant, legem’ (예시는 법을 표현할 뿐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contemporanea expositio est optima et fortissimo in lege’ (불명확한 조약문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채택 당시 작성자들의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principle of evolutive treaty interpretation’ (장기간 유효할 것이 의도된 조약의 
일반적인 문구는 시간의 진화와 함께 의미가 변화할 것이 예정(설사 작성자의 의도를 벗어날지언정)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상호 대응된다. Sean D. Murphy, “Chapter 2: The Utility and Limits of Canons and Other Interpretive 
Principle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in Joseph Klingler, Yuri Parkhomenko, Constantinos Salonidis (eds.), 
Between the Lines of the Vienna Convention? Cannons and Other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in Public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pp. 13-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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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의어나 유의어를 반복 사용하여 관련 

개념을 최대한 온전히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항은 그 

본질상 ‘ex abundante cautela’ - 또는 순

전히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 존재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조차 유효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의도적으로 

반복 사용된 모든 동의어 및 유의어에 개별

적이고도 차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

히려 신의성실한 해석태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73

결국 유효성의 원칙을 비롯한 여러 해석원

칙들은 법의 올바른 해석을 돕기 위한 논리

적 도구일 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면 ‘신의성실한 해석(good 

faith interpretation)’이란 말 그대로 특정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왜곡되거나 부당한 해

석태도를 배제하고 최대한 정당하면서도 합

리적인 해석74을 채택하는 것으로써, 모든 

법이나 조약의 해석 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해석의 신의칙이란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에 적시된 나머지 

네 가지 요소(통상적 의미, 문맥, 조약의 목

표 및 목적)를 동원한 해석의 전 과정에 걸

쳐 합리적인 해석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첫째

일 것이고, 둘째로는 필요 시 해석의 일반원

칙과 같은 논리적 도구를 보충적으로 동원해 

해석의 완결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것을 요구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 조약의 작성의

도, 배경, 구체적인 문언과 문맥, 배경, 조약

의 목표와 목적, 관련 사안·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해석원칙들 가운데 가

장 적합한 해석원칙을 선별·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어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

는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때 형벌의 구체적인 적용범

위는 의료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런데 최근 의료면허 없이 베트남에서 의료행

위를 한 한국 국적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

부가 의료법상 처벌규정을 적용한 사건의 항

소심에서, 재판부는 의료법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2019. 12. 13. 선

고 2019노3210 판결). 상고심에서 대법원

은 의료법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것

은 의료법 제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함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의료

인일지라도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

료기관을 개설해야 하고, 이러한 의료기관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도록 개설의 절차 

및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

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

73 Alison Macdonald, “Chapter 6: Ex Abundante Cautela” in Joseph Klingler, Yuri Parkhomenko, Constantinos 
Salonidis (eds.), Between the Lines of the Vienna Convention? Cannons and Other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in Public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pp. 115-131 참조.

74 적어도 조약해석에서의 신의칙에 ‘합리적 해석원칙(principle of reasonableness)’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Richard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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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

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이므

로 의료법 제87조상의 처벌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의료행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 결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 상고

를 기각하였다(2020. 4. 29. 선고 2019도

19130 판결). 구 의료법 제87조가 별도의 

제한규정 없이 형벌을 부과하는 이상 속인주

의가 적용될 것인바, 동 조항의 문언을 평면

적으로 해석할 경우 한국인이 해외에서 의료

면허를 취득한 뒤 (그러나 대한민국 보건복

지부장관의 면허는 취득하지 않고) 면허 자

격국 내에서 적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차 우리 의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명

시적인 문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 

및 기능·구조 등을 고려해 처벌규정의 합리

적인 적용범위를 설정한 위 법원 판결은 지

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법원이 문언외적 해석수단

을 동원해 법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하

거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법상 대

세적인 해석기준은 문언적 해석(특히 문리적 

해석)이고, 문언외적 해석수단을 동원한 해

석방법은 생소하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 해석의 궁극적 목표가 ‘타당한 해

석’을 도출하는 것인 이상 문언의 표면적 의

미에 결정적인 비중을 두는 해석태도가 바람

직하다고 볼 수는 없고, 문언적 해석방법과 

문언외적 해석방법은 항상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언외적 해석

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논의가 아니

라 문언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검증 가능한 

법논리적 분석과정에 해당한다. 다만 문언외

적 해석을 채택할 시에는 법의 안정성과 예

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석론적 관점에

서 객관적인 법적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

다.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 및 이를 적용

한 WTO 판례 기타 국제공법분쟁의 유관 법

리는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참고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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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a law should in principle be interpreted based on 

its text, while extra-textual considerations can be taken into account to the extent necessary 

to ensure “specific validity” of an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rule of interpretation under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interpretation is a process of finding the most 

“appropriate meaning” based on both textual and extra-textual considerations. Certainly, the 

‘rule of interpretation’ under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is not readily and freely applicable to 

a domestic law interpretation, especially given the well-established separation between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s in most democratic societies. Nevertheless, the ‘rule of 

interpretation’ under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proffers a valuable reference point to any 

interpretation of domestic law provisions. This paper begins by providing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introduc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under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Thereafter, it offers 

empirical analyses of some of the most noteworthy WTO jurisprudence on applying the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under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Keywords : legal interpretation, textual interpretation, logical interpretation, extra-textual 

interpretation, Vienna Convention on Law of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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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pricing seeks to capture the external cost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helps 

shift the costs to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emissions. This article discusses two 

carbon pricing policies―carbon taxes and emissions trading mechanisms―and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under the rul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article focuses on the 

border adjustment of these two policies. It first examines the WTO-consistency of applying 

carbon taxes on imports and of extending the emissions trading mechanism to imports. The 

article next considers the WTO-consistency of excluding exports from carbon taxes or 

emissions trading mechanisms, or of reimbursing exporters for the carbon taxes or the costs 

of emissions allowances. The article then reviews discussions on trade and climate change in 

the WTO. 

Keywords : carbon pricing, carbon taxes, emissions trading mechanisms, border adjustment,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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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Addressing climate change is a top 
global priority. In the 2015 Paris 
Agreement,1 191 State Part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ROK”), commit-
ted to the objective of limiting future 
global warming to between 1.5 and 2℃ 

above pre-industrial levels. Countries are 
implementing diverse strategies to con-
tribute to this goal. As part of these strat-
egies, some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establish a price for carbon dioxide 
(“CO2”) and other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wo policy instru-
ments that are being used to put a price 
on GHG emissions are carbon taxes and 
“cap and trade” mechanisms, which are 
also known as emissions trading 
mechanisms.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trade implications of carbon taxes and 
emissions trading mechanisms and, in 
particular, it will examine some of the 
key issues that such policies raise under 
the rul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TO Members have taken different 
approaches to meeting their Paris 
Agreement commitments. Not all WTO 
Members agree that it is appropriate to 
discuss climate change policies in the 
WTO. However, domestic climate change 
policies can have an effect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producers. These policies also may have 
an impact on foreign producers. Climate 
change policies thus tend to have 
unavoidable trade implications. This can 
lead to friction between countries, but it 
also creates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Either way, it seems inevitable that the 
WTO will have to address climate change 
policies in the immediate future and the 
subject is likely to grow in importance 
rather than fade away.

The article begins with an overview of 
carbon taxes and emissions trading mech-
anisms, providing a brief explanation how 
each policy works and the differences be-
tween them. Next, it examines the poten-
tial implications of each policy under the 
WTO’s rules. This is followed by a re-
view of WTO discussions touching on 
carbon taxes and emissions trading 
mechanisms. The final section sets out 
brief concluding remarks.

Ⅱ. What are carbon taxes 
and emissions trading 
mechanisms?

Carbon taxes and emissions trading 
mechanisms are two important types of 
mitigation measures that seek to reduce 
the emissions of CO2 and other green-

1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U.N. Doc. FCCC/CP/2015/L.9/Rev.1, 12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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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gases. Both types of measures are 
based on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are ways to put a price on CO2 and other 
greenhouse gases.2 

Setting a price on carbon has several 
advantages, including:

∙ Shifting the burden for the damage 
back to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it, and who can reduce it. 

∙ Providing an economic signal so that 
polluters can decide for themselves 
whether to discontinue their polluting 
activity, reduce emissions, or 
continue polluting and pay for it. The 
overall environmental goal therefore 
is achieved in the most flexible and 
least-cost way to society. 

∙ Stimulating clean technology and 
market innovation, and fuelling new, 
low-carbon drivers of economic 
growth.3

Carbon taxes can take different forms. 
For example, they can take the form of a 
charge on the carbon content of fossil 
fuels or a charge on each unit of GHG 
emitted.4 Economists characterize carbon 
taxes as a “Pigouvian tax”, which is “a 

government fee on activities that inflict 
external social harm not internalized by 
those who do these activities”.5 The ideal 
scenario pursued through a carbon tax is 
that the costs imposed on those who 
produce pollution―e.g., carbon emissions
―are equivalent to the harm to others 
caused by that pollution.6 The problem, as 
one commentator notes, is that “[c]alcula-
ting precisely how much that cost should 
be is no simple feat”.7

Several countries have imposed carbon 
taxes on fossil fuels. For example, Canada 
enacted a country- wide tax on oil, coal 
and gas. The tax started at $15 per ton of 
CO2 and is supposed to increase to $38 
per ton by 2022.8 However, certain key 
industries that face strong trade 
competition are exempt from the tax. 
Instead, those industries participate in a 
separate program through which they will 
pay for excess emissions or buy carbon 
credits from cleaner firms.9 Canada’s 
Supreme Court recently upheld the federal 
government’s right to impose a carbon 
price across the country.10 In its ruling, 
the Supreme Court observed that “there 

2 Carbon tax v cap-and-trade: which is better? (2013, January 31).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3/jan/31/carbon-tax-cap-and-trade.

3 Pricing Carbon. World Bank Group. https://www.worldbank.org/en/programs/pricing-carbon.

4 Ibid.

5 A Carbon Tax for the United States? (2019, September 30). PIIE.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issues-watch/carbon-tax-united-states.

6 Ibid.

7 Ibid.

8 Plumer, B., & Popovich, N. (2019, April 2). These Countries Have Prices on Carbon. Are They Working?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9/04/02/climate/pricing-carbon-emissions.html.

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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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broad consensus among expert 
international bodies that carbon pricing is 
a critical measure for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11

The World Bank reports that 33 na-
tional jurisdictions and 8 subnational ju-
risdictions have a carbon tax in place.12 It 
estimates that these initiatives cover 3 
gigatonnes of equivalent CO2 (“GtCO2e”), 
which represent 5.6% of global GHG 
emissions in 2020. In 2019, several mem-
ber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troduced a legislative proposal to im-
pose a fee on the carbon content of fuels, 
including crude oil, natural gas, coal, or 
any other product derived from those 
fuels that will be used so as to emit 
greenhouse gases into the atmosphere. 
The fee would have started at $15 in 
2019 and would be increased by $10 each 
year. The bill was not passed. The pros-
pects of a carbon tax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new, more pro-environment 
Administration of President Joe Biden are 
still unclear. During his campaign, he 
promised to pass legislation to establish 
“an enforcement mechanism” to reduce 

GHG. However, what form this 
“enforcement mechanism” will take is not 
yet known.13

In a “cap and trade” or emissions trad-
ing mechanism, the government imposes 
a cap on the total level of CO2 and other 
greenhouse gases that may be emitte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creates 
permits, or allowances, for each unit of 
emissions allowed under the cap. Firms 
that emit CO2 and other greenhouse gases 
must obtain and surrender a permit for 
each unit of emissions that they produce. 
The permits may be obtained from the 
government through initial (or periodic) 
allocations or by trading with other firms. 
The government can choose to give the 
permits away for free or to auction the
m.14 The trading price of permits will 
fluctuate, becoming more expensive when 
demand is high relative to supply (for ex-
ample, when the economy is growing) 
and cheaper when demand is lower (for 
example, in a recession). In this way, the 
emissions trading mechanism creates a 
price on emissions as a result of setting a 
ceiling on the overall quantity of 

10 D. Bower, “Canadian supreme court upholds Justin Trudeau’s carbon tax”, Financial Times, 25 March 2021.

11 Ibid.

12 Carbon Pricing Dashboard. World Bank Group.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map_data.

13 Martin Levy. (2020, November 15). President-Elect Biden Supports a “Carbon Enforcement Mechanism - Could that 
Mean a Price on Carbon?” Environmental & Energy Law Program. Harvard Law School. 
https://eelp.law.harvard.edu/2020/11/president-elect-biden-supports-a-carbon-enforcement-mechanism-coul
d-that-mean-a-price-on-carbon /.

14 How do emissions trading systems work? (2018, June 11).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explainers/how-do-emissions-trading-systems-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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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s.15

The European Union (“EU”) currently 
has the largest emissions trading mecha-
nism in the world, covering 27 EU mem-
ber States plus Iceland, Liechtenstein, and 
Norway. The EU emissions trading sys-
tem limits the emissions of more than 
11,000 heavy users of energy, such as 
power stations, industrial plants, and air-
lines operating between countries that are 
part of the mechanism. The mechanism 
reportedly covers approximately 40% of 
the EU’s greenhouse gas emissions.16

The World Bank reports that emissions 
trading mechanisms are being applied in 
39 national jurisdictions and 29 subna-
tional jurisdictions.17 It estimates that 
these initiatives cover 9 GtCO2e repre-
senting 17% of global GHG emissions. In 
addition to the EU, emissions trading 
mechanisms have also been implemented 
in, among others, Switzerland, South 
Korea, New Zealand, and in several U.S. 
states and Canadian provinces.18 China 
launched a national emissions trading 
scheme in December 2017 after having 
piloted schem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19

Although, in theory, they should 
achieve similar outcomes,20 there ar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a carbon 
tax and an emissions trading mechanism.

First, a carbon tax imposes a 
pre-defined price on emissions, but the 
total emissions that will be produced will 
not be known in advance. By contrast, 
with an emissions trading mechanism, the 
total amount of emissions is fixed and 
therefore known in advance. However, the 
price of emissions (i.e., the price of the 
permit) will vary.21

Second, the mechanisms differ in the 
way that they distribute the cost of 
reducing CO2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n emissions trading mecha-
nism, governments frequently give out an 
initial allocation of permits for free. This 
reduces the initial cost of compliance for 
firms. Firms incur a cost once they have 
used up their initial allocation and need to 
purchase new permits.22 A carbon tax im-
poses an immediate cost on firms and 
thus may result in “a bigger initial hit to 
the balance sheet”.23 

Third, the costs of administration of the 
two policies may differ. Carbon taxes are 

15 The Guardian, supra note 2.

16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ts_en.

17 Carbon Pricing Dashboard. World Bank Group.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map_data.

18 Grantham Institute, supra note 12.

19 Ibid.

20 The Guardian, supra note 2.

21 Ibid.

22 Ibid.

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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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considered simpler to 
administer. An emissions trading mecha-
nism requires new administrative struc-
tures to monitor emissions and trading 
markets and a large number of participat-
ing firms. This may limit the possibility 
of using an emissions trading mechanism in 
small or capacity-constrained countries.24

Some economists recommend using a 
hybrid approach involving both elements 
of a carbon tax and of an emissions 
trading mechanism. Such hybrids include 
an emissions trading mechanism with a 
carbon price floor or ceiling. Hybrid 
schemes will tend to be more complex.25 

Ⅲ. WTO issues raised by 
carbon pricing 
mechanisms

Domestic carbon pricing mechanisms 
may impact international trade in a num-
ber of ways. They can affect both domes-
tic and foreign producers by increasing 
their costs. If the costs are imposed only 
on domestic producers, it can lead to los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o-called carbon leakage. Policies that 

seek to also impose costs on foreign pro-
ducers and those that seek to mitigate the 
costs imposed on domestic producers will 
have trade implications.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com-
petitiveness of domestic producers may be 
affected because these mechanisms in-
crease the costs of industries that emit 
GHG.26 If the same costs are also not im-
posed on foreign producers, the domestic 
industry will lose competitiveness. For 
example, where country A applies a car-
bon tax and country B does not, carbon- 
intensive industries in country A will be 
placed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vis-à-vis carbon-intensive industries in 
country B. This may potentially affect im-
ports and exports. Country A’s domestic 
firms may lose market share in the do-
mestic market to cheaper imports from 
country B. Firms from country A may al-
so lose market share in country B, as ex-
ports from country A become more ex-
pensive as a result of the carbon tax. 

“Carbon leakage” refers to the risk that 
carbon pricing in a particular jurisdiction 
will lead carbon-intensive firms in that ju-
risdiction to relocate to countries that ei-
ther do not tax or regulate car-

24 Ian Parry. (2019). Carbon-pricing strategies could hold the key to meeting the world’s climate stabilization goal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19/12/pdf/the-case-for-carbon-taxation-and-putting-a-price-
on-pollution-parry.pdf.

25 The Guardian, supra note 2.

26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rade and Climate Change (WTO, 
2009),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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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missions or do so in a less stringent 
manner.27 In the example discussed 
above, carbon leakage would occur if 
firms from country A moved their pro-
duction to country B to avoid the carbon 
tax.

A government imposing a carbon- pric-
ing mechanism can address concerns 
about los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arbon leakage in different ways. A 
policy that is being actively considered by 
the European Union and that has been 
discussed extensively in some policy and 
academic circles is to implement “border 
adjustments”.28 These adjustments seek to 
apply the carbon-pricing mechanism to 
foreign producers through a border tax on 
imports or by subjecting imports to the 
importing country’s domestic carbon 
legislation. Adjustments may also be ap-
plied to exports by exempting producers 
from the carbon-pricing mechanism, or re-
imbursing them for the carbon tax or the 
price of the emissions allowance, when 
the product is destined for overseas 
markets.

Carbon border adjustments can have 
both environmental and economic goals. 

The environmental goal is to encourage 
firms in other countries to become “clean-
er”. The economic objective is to offset 
the potential loss of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rms that must pay a carbon 
price though a carbon tax, an ETS or oth-
er mechanism.

As an alternative or in parallel with 
carbon pricing, government could als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firms to 
facilitate their adjustment or to support 
their transition to cleaner technologies. 

A paper by the Atlantic Council Global 
Energy Center explains that how an ex-
porting country is impacted by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will depend 
on three factors: (i) the level of fossil fuel 
intensity of its industries; (ii) the percent-
age of GDP generated by exports to the 
country imposing the border adjustment; 
and (iii) the share of emission-intensive 
products in its exports.29 

The subsections that follow examine 
the WTO implications of carbon border 
adjustments and of financial assistance 
provided to firms.

27 Ibid., p. 99.

28 Commission launches public consultations on energy taxation and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ews/commission-launches-public-consultations-energy-taxation-and
-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29 Bell, R., & Benaim, E. (2020, October 27). Carbon border adjustment: a powerful tool if paired with a just energy 
transition. OECD. 
https://oecd-development-matters.org/2020/10/27/carbon-border-adjustment-a-powerful-tool-if-paired-with
-a-just-energy-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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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rules on border tax 

adjustments

Border tax adjustments are not novel. 
The possibility of applying border tax 
adjustment has been contemplated since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 (“GATT 1947”). Today,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n internal tax 
applied on a product is eligible for border 
adjustment. However, there is less 
certainty about the permissibility of 
adjusting taxes that are applied in relation 
to a so-called unincorpor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PPM”)30 or to a 
by-product of that production process.

As background, we note that Article II 
of the GATT 1994 prohibits WTO 
Members from imposing on imported 
products duties or charges other than 
ordinary customs duties.31 Article II, 
however, allows WTO Members to apply 
a charge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to 
imported products without violating their 
tariff commitments. In particular, Article 
II:2(a) allows WTO Members to impose 
“a charge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imposed consistent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I:2 in respect of the like 
domestic product or in respect of an 
article from which the imported product 

has been manufactured or produced in 
whole or in part”.

Article III prohibits WTO Members 
from discriminating against imported 
products on matters relating to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Article III:2 in 
particular prohibits less favourable 
treatment of imported products vis-à-vis 
domestic like products and domestic 
products that ar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for convenience, we will 
refer to them collectively as “like 
products”). The Ad Note to Article III of 
the GATT 1994 foresees the possibility of 
collecting an internal tax at the border, 
and clarifies that in such circumstances 
the measure is still an internal tax:

Any internal tax or other internal charge, or 
any law, regulation or requirement of the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 1 which applies to an 
imported product and to the like domestic 
product and is collected or enforced in the 
case of the imported product at the time or 
point of importation, is nevertheless to be re-
garded as an internal tax or other internal 
charge, or a law, regulation or requirement of 
the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s ac-
cordingl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III.

The question of whether a carbon tax is 

30 An unincorporated PPM (also referred to as a “non-product-related PPM”) is a difference in the way a product 
is produced that leaves no trace in the final product, that is,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the final product 
remains identical. See WTO-UNEP, supra note 26, p. 107.

31 WTO Members had the possibility of reserving the right to apply other duties or charges on particular products, 
but, in order to do so, had to reserve that right in their schedules of con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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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ble for adjustment in relation to im-
ports therefore turns on whether it sat-
isfies Articles II:2(a) and III of the GATT 
1994. It bears noting at the outset that a 
Member may only apply a border tax ad-
justment where it has in place an internal 
tax in respect of the like domestic product 
or in respect of an article from which the 
imported product has been manufactured 
or produced in whole or in part. This dis-
cussion therefore proceeds on the assump-
tion that the Member concerned applies a 
carbon tax domestically and is seeking to 
apply the tax to imported products. 

The scope of permissible border 
adjustments under Articles II:2(a) and III 
was discussed by the 1970 GATT Working 
Party on Border Tax Adjustments, which 
stated:

…The Working Party concluded that there 
was convergence of views to the effect that 
taxes directly levied on products were eligible 
for tax adjustment. Examples of such taxes 
comprised specific excise duties, sales taxes 
and cascade taxes and the tax on value added. 
It was agreed that the TVA, regardless of its 
technical construction (fractioned collection), 
was equivalent in this respect to a tax levied 
directly - a retail or sales tax. Furthermore, 
the Working Party concluded that there was 
convergence of views to the effect that certain 

taxes that were not directly levied on products 
were not eligible for tax adjustment. Examples 
of such taxes comprised social security charg-
es whether on employers or employees and 
payroll taxes.

The Working Party noted that there was a di-
vergence of views with regard to the eligi-
bility for adjustment of certain categories of 
tax and that these could be sub-divided into

(a) “Taxes occultes” which the OECD defined 
as consumption taxes on capital equipment, 
auxiliary materials and services used in the 
transportation and production of other taxable 
goods. Taxes on advertising, energy, machi-
nery and transport were among the more im-
portant taxes which might be involved. It ap-
peared that adjustment was not normally made 
for taxes occultes except in countries having a 
cascade tax;

(b) Certain other taxes, such as property taxes, 
stamp duties and registration duties ... which 
are not generally considered eligible for tax 
adjustment. Most countries do not make ad-
justments for such taxes, but a few do as a 
few do for the payroll taxes and employers’ 
social security charges referred to in the last 
sentence of paragraph 14.

It was generally felt that while this area of 
taxation was unclear, its importance - as in-
dicated by the scarcity of complaints reported 
in connexion with adjustment of taxes oc-
cultes - was not such as to justify further 
examination.32 

32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Border Tax Adjustments, WTO Doc. L/3464, 20 November 1970, at para. 14 
(“The Working Party concluded that there was convergence of views to the effect that taxes directly levied on 
products were eligible for tax adjustment … Furthermore, the Working Party concluded that there was 
convergence of views to the effect that certain taxes that were not directly levied on products were not eligible 
for tax adjustment”).



Potential WTO Implications of Carbon Pricing Mechanisms   37

Commentators have understood the 
Working Party to have clarified that 
indirect taxes may be adjusted at the 
border, while direct taxes may not.33 The 
Working Party is understood to have been 
guided by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efines the 
“destination principle” as a “[p]rinciple 
under a VAT regime which mandates that 
VAT on goods be paid in the country 
where the purchaser is resident (i.e. the 
country of consumption) at the rate that 
would have applied had the goods been 
purchased from a domestic supplier.”34 
The Working Party described the 
relevance of the destination principle as 
follows:

Most delegations stated … that in their opin-
ion such a distinction [between indirect and 
direct taxes for adjustment purposes] was al-
ready justified by the fact alone that indirect 
taxes by their very nature bear on internal 
consumption and were consequently lev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estination, in 
the country of consumption, while direct taxes 
- even assuming that they were partly passed 
on into prices―were borne by entrepreneurs’ 
profits or personal income.35

Almost two decades later, the GATT 
panel in the US – Superfund dispute re-
ferred to the Working Party report in ad-
dressing a claim against the application 
by the United States of a border tax ad-
justment to imports of certain chemicals 
into its territory. The European Commun-
ities argued that the tax was not eligible 
for adjustment “because it was designed 
to tax polluting activities that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and to finance environ-
mental programmes benefitting only 
United States producers”.36

The US – Superfund panel considered 
that the “conclusions of the [Border Tax 
Adjustments Working Party report] clearly 
indicate, [that] the tax adjustment rules of 
the General Agreement distinguish 
between taxes on products and taxes not 
directly levied on products they do not 
distinguish between taxes with different 
policy purposes”.37 The panel further 
noted that “whether a sales tax is levied 
on a product for general revenue purposes 
or to encourage the rational use of 
environmental resources, is therefore not 
relevant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eligibility of a tax for border tax 
adjustment”.38 The panel concluded that 
“the tax on certain chemicals, being a tax 

33 Climate Policy Leadership in an Interconnected World - What role for Border Carbon Adjustment? OECD. 
http://www.indiaenvironmentportal.org.in/files/file/climate%20leadership%20policy.pdf, footnote 8.

34 Glossary of Tax Terms. OECD. https://www.oecd.org/ctp/glossaryoftaxterms.htm#D.

35 Working Party, supra note 27, para. 21.

36 GATT Panel Report, US – Superfund, para. 5.23.

37 Ibid., para.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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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ly imposed on products, was eligible 
for border tax adjustment independent of 
the purpose it served”.39 

Based on the above decisions, the 
conventional wisdom is that an internal 
tax applied on a product is eligible for 
border adjustment. For example, a tax on 
fossil fuels may be applied to imports of 
fossil fuels consistently with Articles 
II:2(a) and III:2 of the GATT 1994, 
provided that there is no evidence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of imported fossil 
fuels. 

The situation is more ambiguous when 
the carbon tax is not imposed on the 
product as such, but rather is imposed on 
producers as a function of how much 
GHG they emit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For illustrative purposes, consider 
the situation of a tax imposed on steel 
producers that is calculated per ton of 
GHG emitted in the production of steel. 

The question under Article II:2(a) is 
whether such a tax is “in respect of the 
like domestic product or an article from 
which the imported product has been 
manufactured or produced in whole or in 
part”. Article II:2(a) refers to Article III:2 
of the GATT 1994, under which the 
question is whether the tax falls within 

the terms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of any kind… a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 products”. If one takes 
the distinc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taxes discussed by the Border Tax 
Adjustments Working Party, the question 
would be whether such a carbon tax 
would be considered an indirect tax.

Some commentators have argued that 
there is sufficient nexus between a tax on 
the emissions released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of a product and the 
product itself to justify treating the tax as 
a tax “applied indirectly to products”.40 
These commentators note that the “very 
idea of a carbon tax, even where it is 
imposed on producers, is to internalise the 
social cost of carbon in the ultimate price 
of products”.41 They also argue that the 
costs of the tax are likely to be passed on 
to consumers who purchase the product.42

The remission of taxes on exported 
products is addressed in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s its name indicates, the SCM 
Agreement establishes disciplines on the 
use of subsidies, including export 
subsidies. Annex I of the SCM 
Agreement includes an illustrative list of 
export subsidies. It provides some 

38 Ibid.

39 Ibid.

40 Joost Pauwelyn, “Carbon leakage measures and border tax adjustments under WTO law” (2013).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026879, p. 29.

41 Ibid., p. 29.

4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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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on what taxes are deemed to be 
indirect or direct, and when such taxes 
can be adjusted at the border. While these 
provisions concern adjustment on exports, 
they could be used as contextual guidance 
for the question of whether carbon border 
adjustments are permissible.43

Several item in Annex I refer to the 
remissions of “indirect” or “direct” taxes. 
Footnote 58 defines direct and indirect 
taxes as follows:

The term “direct taxes” shall mean taxes on 
wages, profits, interests, rents, royalties, and 
all other forms of income, and taxes on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The term “indirect taxes” shall mean sales, ex-
cise, turnover, value added, franchise, stamp, 
transfer, inventory and equipment taxes, bor-
der taxes and all taxes other than direct taxes 
and import charges;

A carbon tax does not correspond to 
any of the types of taxes specifically 
listed in the definition of direct taxes. The 
definition of indirect taxes is more open 
and includes “all taxes other than direct 
taxes and import charges”.44 The 
definition of indirect taxes thus potentially 
could be read to include taxes not 
specifically listed in the definition of 
direct taxes, including a tax on GHG 
emitted in the production of a product. 

Some of the items in Annex I use lan-
guage that suggests a looser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nd the product. For ex-
ample, item (g) refers to “indirect taxes… 

levied in respect of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like products when sold for 
domestic consumption”.45 Item (h) allows 
the remission of prior-stage cumulative 
indirect taxes on inputs used in the pro-
duction of exported products. Item (h) 
cross-refers to Annex II to the SCM 
Agreement, which contains guidelines on 
consumption of inputs in the production 
process. Footnote 61 to Annex II clarifies 
that “[i]nputs consumed in the production 
process are inputs physically incorporated, 
energy, fuels and oil used in the pro-
duction process and catalysts which are 
consumed in the course of their use to 
obtain the exported product”. Thus, foot-
note 61 would seem to treat taxes on en-
ergy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as 
an indirect tax and, therefore, would al-
low adjustment of such taxes upon 
exportation. 

Even if the above were accepted, there 
is an additional element that generates 
further uncertainty. Some could question 
whether a tax on GHG emissions is a tax 
on energy consumed in the production 
process. Those who oppose adjustability 
could argue that GHG emissions are a 

43 Ibid., p. 27.

44 Ibid.

45 Footnote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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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product of the production process 
rather than energy consumed in the 
process of products. A potential response 
by those who favour adjustability is that 
this is an artificial distinction and that 
ultimately a carbon tax on GHG 
emissions is a tax on energy. 

Some commentators have also argued 
that because a carbon tax is intended to 
internalize the social cost of carbon in the 
price of the product, there is a sufficient 
nexus between the carbon tax and the 
product to justify treating such taxes as a 
tax “applied … indirectly … to products” 
under Article III:2.46

If a carbon tax is found to be eligible 
for adjustment, it would have to comply 
with Article III:2 of the GATT 1994 
which prohibits less favourable treatment 
of imported products vis. a vis. domestic 
like products. Broadly speaking, this 
means that imported products must be 
subject to the same (or lower) tax rate as 
the “like” domestic products. It also 
generally means that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tax and any administrative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tax should not 
be more onerous for the imported 
products than for the domestic “like” 
products. 

However, the assessment under Article 

III:2 raises additional issues that are not 
firmly settled in the case law. An im-
portant question is whether two products 
that in all respects are identical, except in 
the amount of GHG emissions released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would be 
considered “like”. The example typically 
given is steel,47 and the hypothetical 
question that is usually posed is whether 
a ton of steel produced using cleaner 
technologies is “like” steel produced us-
ing dirtier technologies, i.e., whether low-
er-GHG steel “is like” higher-GHG steel. 
If the two products are found to be “like”, 
the application of a carbon tax on imports 
of steel could be problematic where im-
ported steel is predominantly higher-GHG 
(and thus attracts a higher carbon tax bur-
den) and domestic steel is lower-GHG 
(and therefore attracts a lower tax bur-
den). In the GATT era, distinctions based 
on unincorporated or non-product related 
process or production methods (“PPM”) 
were not allowed and thus this example 
would have been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Article III:2.48 In contrast, WTO 
case law has allowed some limited scope 
to consider unincorporated PPMs as part 
of the analysis of whether or not two 
products are “like”.49 Thus, for example, 
the “likeness” analysis may take into ac-

46 Ibid., p. 29.

47 See, for example, Jennifer Hillman. “Changing climate for carbon taxes: Who’s afraid of the WTO?” Climate & 
Energy Policy Paper Series (2013), p. 7.

48 See P. Van den Bossche & W. Zdouc,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38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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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 whether consumers draw dis-
tinctions between two products based on 
an unincorporated PPM, such as whether 
the steel was produced us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sources. If consumers 
have a strong enough preference for 
“clean” steel such that they would not 
substitute it for “dirty” steel, the two 
products could possibly be found not to 
be “like” and the carbon tax would not be 
considered discriminatory. In the absence 
of such a preference, and barring a 
change in the approach to “likeness”, crit-
ics would argue that the two products are 
“like” notwithstanding the differences in 
production process, and thus the differ-
ential tax burden would be discriminatory 
under Article III:2.

A final point to raise is that application 
of a carbon border adjustment on imports 
raises complex issues concerning meas-
urement and verification. These issue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If these is-
sues are not properly addressed, they 
could also provide a basis for opponents 
to challenge carbon border tax 
adjustments. An importing country would 
need to create a mechanism to collect and 
verify information about the GHG emis-
sions of foreign producers. One commen-
tator has suggested this could be done by 

requiring imports to be accompanied by a 
certification or label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50 According to this commen-
tator, “[t]he best system and one that 
would be least likely to raise WTO con-
cerns would determine the carbon content 
of both domestically-produced and im-
ported products on a product- and 
plant-specific basis”.51 She explains:

In the case of many traded manufactured 
products, the specific manufacturing plant, its 
energy source, and the process by which the 
product is produced substantially affect the 
carbon footprint of the product; the best as-
sessments of carbon content would be at the 
level of a manufacturing facility. Steel, for ex-
ample, produced in an electric-mini mill that 
gets its power from a nuclear plant would 
have a much smaller carbon footprint than 
steel produced in a blast-oxygen furnace that 
gets its power from a coal-fired plant. If all 
products―both domestic and imported―were 
taxed using the same methodology that re-
flects the amount of carbon that went into 
their specific production and that has, in that 
sense, become a part of that particular prod-
uct, then application of such a BTA would be 
much less likely to run afoul of the WTO’s 
non-discrimination concerns.52

This commentator acknowledges that 
“such a system may be difficult and com-

49 See Appellate Body Report, EC – Asbestos, paras. 113-122. 

50 Ibid.

51 Ibid.

52 Ibid., p. 7-8.



42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1호 (통권 제1호)

plicated to administer particularly if both 
the tax and the BTA extend to indirect 
emissions (such as off-site generated elec-
tricity, heat or steam, or transport emis-
sions)” and “would likely need an appro-
priate alternative means to set the carbon 
content of an imported good if compa-
nies, importers or countries were unwill-
ing or unable to provide the necessary 
data”.53 As the “safest alternative… from 
a WTO law perspective”, she proposes to 
assume that the carbon content of the im-
ported product is equal to the carbon con-
tent of the like product produced by the 
“predominant method of production” or 
even the “best available technology” in 
the importing country.54 Firms exporting 
less carbon intensive products than those 
produced by the “predominant method of 
production” in the importing country 
could petition for recognition of their less 
carbon intensive product and thus face a 
smaller border tax adjustment.55 

Having considered border adjustments 
in relation to carbon taxes, the next 
section addresses the possibility of border 
adjusting in relation to an emissions 
trading mechanism.

2. Border adjustment of an 

emissions trading mechanism

A carbon border adjustment could also 
be considered by a country that chooses 
to impose a price on carbon through an 
emissions trading mechanism. Indeed, the 
European Union appear to be presently 
contemplating this scenario. 

A threshold issue that arises when con-
sidering the legality of a border adjust-
ment of an emission trade mechanism is 
whether the obligation to purchase emis-
sions allowance is a tax or a regulation. If 
it is considered to be a tax, the discussion 
of its eligibility for adjustment would pro-
ceed along the same lines discussed above 
in relation to carbon taxes. If it is not a 
tax, it cannot be adjusted under Article 
II:2(a) of the GATT 1994, which permits 
only border charges “equivalent to an in-
ternal tax”, not border charges that are 
equivalent to an internal regulation.56 

Article III:4 of the GATT 1994 
prohibits Members from treating imported 
products less favourably than “like” 
domestic products with respect to internal 
regulations. Article III:4 allows the 
application of internal regulations on 
imported products, provided there is no 

53 Ibid., p. 8.

54 Ibid.

55 Ibid.

56 Trade Related Aspects of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 Legal Assessment. Eur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Directorate-General for External Policies. 
https://www.europarl.europa.eu/cmsdata/210514/EXPO_BRI(2020)603502_EN.pdf,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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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Furthermore, as discussed 
earlier, the Ad Note to Article III allows 
application of certain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to imported products at 
the border.57 

In order to fall under the Ad Note, the 
emissions trading mechanism would have 
to be a law, regulation or requirement 
affecting the internal sale, offering for 
sale, purchase,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use of products. The term “affecting” 
in the first element has been interpreted 
broadly to include any measure that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of 
the products concerned in the market of 
the importing Member.58 The application 
of a carbon border adjustment to imported 
products would likely be considered to 
affect the internal sale or offering for sale 
since it would likely impose an additional 
cost on the imported product. Indeed, 
some could argue that the very purpose of 
the adjustment is to modify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of the imported product.

This would mean that, if the obliga-
tions relating to an emissions trade mech-
anism are considered to be a regulation, it 
could be applied to imports. However, for 
the adjustment to be consistent with 
Article III:4, it would have to treat im-
ported products no less favourably than 
domestic like products. Thus, an adjust-

ment could not be applied to imported 
products when the like domestic product 
is not subject to the emissions trading 
mechanism. Moreover, the issue of like-
ness between two products that are identi-
cal in all respects except for the level of 
GHG emitted during their production 
process also arises under Article III:4. 
This issue was discussed above in con-
nection with the adjustability of carbon 
taxes. Finally, similar issues relating to 
the collection and verification of in-
formation from foreign producers likewise 
arise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an 
adjustment in the case of an emissions 
trading mechanism. 

3. The general exceptions in Article 

XX of the GATT 1994 

Even if a carbon border adjustment on 
imports were found to run afoul of Article 
II or Article III of the GATT 1994, it 
could be justified under the general 
exceptions of Article XX. Policies that 
satisfy the requirement of Article XX of 
the GATT 1994 are permitted, 
notwithstanding being inconsistent with 
other provisions of the GATT 1994. 
Article XX has ten subparagraphs 
addressing different non-trade values or 
interests.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57 Pauwelyn, supra note 35, p. 36.

58 Appellate Body Report, US – FSC (Article 21.5 – EC), para. 210; see also GATT Panel Report, Italy – Agricultural 
Machinery, par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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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rder adjustment could fall under 
subparagraphs (b) of (g) of Article XX, 
both of which are discussed below. 

Subparagraph (b) covers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Given the risks that 
climate change poses to human health, 
animals, plants and eco-systems more 
broadly, policies that seek to reduce GHG 
emissions fall within subparagraph (b). 
Indeed, the panel in Brazil – Taxation 
found that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s is a policy objective that is 
covered by subparagraph (b) of Article 
XX of the GATT 1994.59 

The assessment of a carbon border 
adjustment on imports under Articles 
XX(b) and XX(g) will be fact-intensive 
and the outcome will depend on the 
particular design of the measure.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measure is 
justified under Article XX would rest on 
the party invoking that defence.60 

In the case of subparagraph (b), a 
Member imposing the border adjustment 
would have to show that the measure is 

designed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that it is necessary to achieve that 
objective. The assessment of necessity in-
volves the weighing and balancing of the 
following factors: (i) the importance of 
the objective pursued, (ii) the contribution 
of the measure to that objective, and (iii) 
the trade- restrictiveness of the measure.61 
In most cases, the assessment also will re-
quire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 
WTO-consistent alternative measure which 
the Member concerned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employ’ is available, or 
whether a less WTO- inconsistent meas-
ure is ‘reasonably available’”.62

Subparagraph (g) covers measures “re-
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
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
sumption”. The term “conservation” has 
been interpreted to mean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especially of natural 
resources”63 and “exhaustible natural re-
sources” has been understood to include 
living organisms.64 The terms “relating 

59 Panel Report, Brazil – Taxation, para. 7.881. The panel in US – Gasoline had earlier found that a policy to reduce 
air pollution resulting from the consumption of gasoline was a policy within the range of thos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and plant life or health mentioned in Article XX(b). (Panel Report, US – Gasoline, 
para. 6.10)

60 Appellate Body Report, US – Wool Shirts and Blouses, p. 14.

61 Appellate Body Report, EC – Seal Products, para. 5.214 (referring to Appellate Body Reports, EC – Seal Products, 
para. 5.169; Brazil – Retreaded Tyres, para. 182); and US – Gambling, para. 307 (referring to Appellate Body Report, 
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para. 166). See also Appellate Body Report, Colombia – Textiles, paras. 
5.70-5.75.

62 Appellate Body Report, 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para. 166.

63 Appellate Body Report, China – Raw Materials, para. 355.

64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para. 131.



Potential WTO Implications of Carbon Pricing Mechanisms   45

to” require “a close and genuine con-
nection of ends and means” between the 
between the measure and the environ-
mental policy objective pursued.65

Climate change threatens habitats and 
can lead to the loss of animal and plant 
species.66 The policy of reducing GHG 
through a carbon tax or emissions trading 
mechanism is likely to be found to “relate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67 Thus, the focus of the 
inquiry under subparagraph (g) is likely to 
be on whether it is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This is a 
requirement of even-handedness.68

If the measure is foun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 (b) or (g), it 
must then also satisfy the chapeau of 
Article XX, which prohibits the regulating 
Member from applying the measures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s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4. Do carbon border adjustments 

for exports constitute subsidies?

As discussed previously, a carbon tax 
or an obligation to purchase emissions al-
lowances as part of an emissions trading 
mechanism can adversely impact the com-
petitiveness of exports to overseas 
markets. These exports are likely to be 
more expensive as a result of the carbon 
tax or the cost of the emissions 
allowance. The effect on the competitive-
ness of exports will be greater if foreign 
competitors do not have to pay carbon 
taxes or purchase emissions allowances.

These competitiveness concerns in 
export markets can be addressed by 
excluding exports from the carbon tax or 
the emissions trading mechanism, or by 
reimbursing exporters for the cost of the 
carbon tax or emissions allowances. This, 
in turn,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exclusions or reimbursement would 
constitute subsidies for purposes of the 
WTO SCM Agreement. A related 
question is whether, if they do constitute 
subsidies, the measures would constitute 
export subsidies that are prohibited under 
WTO law?

While a carbon border adjustment on 

65 Appellate Body Report, China – Raw Materials, para. 355.

66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Species and climate change. 
https://www.iucn.org/theme/species/our-work/species-and-climate-change.

67 WTO-UNEP, supra note 26, p. 108; Hillman, supra note 42, pp. 10-11.

68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para.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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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s may be jus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s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can be criticized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A recent 
OECD report explains:

Application to exports would involve rebating, 
at the point of export, any charges levied un-
der a carbon pricing scheme for which a BCA 
regime adjusts at the point of import. Such a 
rebate would serve to protect the competitive-
ness of the implementing country’s covered 
sectors in global markets. From an environ-
mental perspective, however, it would work 
against full-cost accounting of carbon emis-
sions in the products of domestic firms, unless 
those externalities were being internalised 
through some climate policies in the countries 
to which they are exported.69 

However, this report recognizes that, in 
some circumstances, a border adjustment 
could have positive environmental effects. 
The report adds that “[f]rom a more dy-
namic environmental perspective, including 
exports might save relatively clean firms 
with strong export profiles that otherwise 
would have been put out of business by 
their loss of market share abroad – thereby 
preventing leakage”.70

A. Exclusion from or reimbursement of 

a carbon tax

An exclusion from a tax or its re-
imbursement normally would be consid-
ered a subsidy for purposes of the SCM 
Agreement. The Agreement defines a sub-
sidy a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that confers a “benefit”. A 
“financial contribution” involves the 
transfer of something of economic value 
from the government to a firm.71 A 
“benefit” exists where the financial contri-
butions leaves the recipient better off than 
it would otherwise have been, absent the 
financial contribution.72

The exclusion from a tax or its re-
imbursement will normally be charac-
terized as a financial contribution in the 
form of “government revenue that is oth-
erwise due is foregone or not collected” 
under Article 1.1(a)(1)(ii) of the SCM 
Agreement. WTO panels have tended to 
take an axiomatic approach to benefit in 
cases of revenue foregone. For example, 
referring to prior panels which had ex-
pressed a similar view, the panel in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noted that 
“relief from taxation otherwise due is not 
generally available to market participants, 
nor does it exist as a general condition in 

69 OECD, supra note 28, para. 74. (footnote omitted)

70 Ibid.

71 Appellate Body Report, US – Softwood Lumber IV, para. 51.

72 Appellate Body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s. 6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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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ketplace”.73

Although a tax benefit would normally 
be considered a subsidy, footnote 1 of the 
SCM Agreement excludes certain tax 
benefits from the definition of subsidy. 
This footnote is of particular relevance to 
tax benefits provided to exporters in 
connection with a carbon tax. Footnote 1 
provid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VI of GATT 1994 (Note to Article XVI) 
and the provisions of Annexes I through III of 
this Agreement, the exemption of an exported 
product from duties or taxes borne by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domestic con-
sumption, or the remission of such duties or 
taxes in amounts not in excess of those which 
have accrued, shall not be deemed to be a 
subsidy.

In US – FSC, the WTO Appellate Body 
observed that, “under footnote 1 of the 
SCM Agreement, ‘the exemption of an 
exported product from duties or taxes 
borne by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domestic consumption … shall not be 
deemed to be a subsidy’”.74 The 
Appellate Body further observed that tax 
measures identified in footnote 1 as not 
constituting a subsidy involve the 
exemption of exported products from 

product-based consumption taxes.75 
The WTO panel in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expla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emption of duties or taxes 
and the remission of such duties or taxes. 
The difference is that “in the case of 
exemptions, the duty or tax liability never 
arises, whereas, in the case of remissions, 
the liability first arises, but is later 
remitted, including by returning the 
payment if one was already made”.76

The key question to determine whether 
a carbon tax exemption is a subsidy is 
whether the carbon tax is “borne by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domestic 
consumption”. In the case of a remissions 
of a carbon tax, the key question is 
whether it is a remission of taxes “in 
amount not in excess of those which have 
accrued”.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more straightforward when a carbon tax is 
payable upon the purchase of a product, 
for example where the carbon tax is 
applied on the amount of fossil fuel used. 
In such cases, the tax would likely be 
considered to be “borne by” the product 
and the adjustment of the tax when the 
fossil fuel is destined for exportation 
likely would fall within footnote 1.77 
Furthermore, the adjustment for a 

73 Panel Report,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para. 7.451.

74 Emphasis added.

75 Appellate Body Report, US – FSC, para. 93. (original emphasis)

76 Panel Report,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para. 7.169.



48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1호 (통권 제1호)

prior-stage cumulative indirect tax on 
energy as an input is likely also allowe
d.78 However, the outcome is more 
uncertain when the carbon tax is applied 
to producers and particularly when it is a 
function of the GHG released by the 
producer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exported good. It has been suggested that 
in this situation the answer depends on 
whether the carbon tax is considered to be 
an indirect tax.79

As noted earlier, Annexes I and II of 
the SCM Agreement are particularly 
relevant for the question of whether an 
adjustment of a carbon tax for export is 
permissible. 

Item (g) of the Illustrative List of 
Export Subsidies provides that “[t]he 
exemption or remission, in respect of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xported 
products, of indirect taxes in excess of 
those levied in respect of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like products when 
sold for domestic consumption”.80

Item (h) states:

The exemption, remission or deferral of pri-
or-stage cumulative indirect taxes on goods or 
services used in the production of exported 
products in excess of the exemption, re-

mission or deferral of like prior-stage cumu-
lative indirect taxes on goods or services used 
in the production of like products when sold 
for domestic consumption; provided, however, 
that prior-stage cumulative indirect taxes may 
be exempted, remitted or deferred on exported 
products even when not exempted, remitted or 
deferred on like products when sold for do-
mestic consumption, if the prior-stage cumu-
lative indirect taxes are levied on inputs that 
are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
ported product (making normal allowance for 
waste). This item shall be interpreted in ac-
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n consumption 
of inputs in the production process contained 
in Annex II.81

Footnote 58, which, as discussed 
earlier, contains definitions of direct and 
indirect taxes, applies to both items.

Carbon taxes are usually non-cumulative 
and therefore the directly applicable 
provision is item (g).82 Nevertheless, item 
(h) is still helpful in providing some 
contextual guidance.

Under item (g), a tax exemption or 
remission must satisfy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in order not to be an export 
subsidy: (i) it must be “in respect of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ii) 
it must an exemption or remission of 

77 Hillman, supra note 42, p. 6.

78 OECD, supra note 28, para. 44.

79 Ibid., para. 75.

80 Footnote omitted.

81 Footnotes omitted.

82 Pauwelyn, supra note 35,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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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taxes”; and (iii) it must not be 
“in excess of the indirect taxes levied in 
respect of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like products when sold for domestic 
consumption”.

The first element seems broad enough 
to accommodate the exemption or 
remission of a carbon tax imposed on 
producers based on the GHG emissions 
released in the production of the product. 
The second element raises similar issues 
as those discussed earlier in relation to 
the border adjustment on imports. A 
carbon tax on the energy used by a 
producer is likely to be considered an 
indirect tax for purposes of item (g). This 
conclusion is based on the relatively 
broad definition of indirect taxes in 
footnote 58 together with the fact that 
item (h) and Annex II of the SCM 
Agreement treat taxes on energy as 
indirect taxes. The more difficult question 
is whether a carbon tax on GHG 
emissions would be considered an indirect 
tax. The concern is that, emissions could 
be characterized as a by-product of 
energy used in the production process, 
rather than as an input. This issue has not 
been resolved and thus there remains 
some uncertainty about whether a WTO 
panel would accept that a carbon tax tied 
to emissions released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is an indirect tax for 

purposes of item (g). A recent OECD 
report argues that “however this question 
is answered on the import side, there 
should be equality of treatment with 
rebates applied on the export side (and 
vice-versa)”.83

Even if an exemption or remission 
from an indirect tax is considered to be 
an indirect tax, it would need to be 
applied consistently with the last element 
articulated in item (g). In other words, the 
exclusion or remission must not exceed 
the indirect taxes levied in respect of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like 
products when sold for domestic 
consumption. Thus, the WTO Member 
providing the exemption or remission 
would have to ensure that the exemption 
or remission is designed in a way that 
avoids exporters receiving a tax benefit 
that goes beyond the carbon tax imposed 
when the like product is destined for the 
domestic market.

B. Exclusion from an emissions trading 

mechanism or reimbursement of 

allowances 

Some commentators have suggested 
that the exclusion of exports from an 
obligation to purchase allowances under 
an emissions trading mechanism, or the 
reimbursement of the payment for the 

83 OECD, supra note 28, par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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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ances, may be more difficult to 
defend under the SCM Agreement.84 As 
with the discussion above relating to 
border adjustment on imports, the initial 
question is how to characterize the 
obligation to pay for allowances under an 
emissions trading mechanism under the 
GATT 1994. If it is characterized as a 
tax, the analysis would proceed along the 
lines discussed earlier in relation to the 
border adjustment on exports of carbon 
taxes. However, if it not characterized as 
an indirect tax, it may be subject to the 
disciplines of the SCM Agreement.

One commentator has suggested that 
emissions allowances should be treated as 
a good, just like standing timber was 
treated as a good in US – Softwood 
Lumber IV.85 Under this theory, a 
government that gives free emissions 
allowances to its exporters would be 
providing a good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under Articles 1.1(a)(1)(iii) 
and 14(d) of the SCM Agreement. It is 
unclear whether a WTO panel would 
consider the analogy with standing timber 
to be appropriate. A panel may consider 
that the right to emit GHG is not a 
“good” in the sense of being “property or 

possessions” or “movable property”.86 
Nor does this right seem to fall within the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s 
understanding of “goods” as referring to 
“items that are tangible and capable of 
being possessed”.87 Instead, the right to 
emit GHG would seem to be more of an 
intangible. 

Others could alternatively argue that an 
allowance is a financial instrument that 
has value and, therefore, the provision of 
allowances by a government to firms 
could be characterized as a direct transfer 
of funds or a potential direct transfer of 
funds under Article 1.1(a)(1)(i). 

If an allowance is characterized as a 
direct transfer of funds or a provision of 
a good, the exemption or remissions of 
the payment of allowances would not fall 
within footnote 1 and thus t would be a 
subsidy subject to the disciplines of the 
SCM Agreement.

C. Contingency on exportation

Article 3.1(a) of the SCM Agreement 
prohibits subsidies that are contingent, in 
law or in fact, whether solely or as one of 
several other conditions, upon export 

84 OECD, supra note 28, para. 48.

85 Robert Howse, “Climate mitigation subsidies and the WTO legal framework: A policy analysi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0). 
https://www.iisd.org/system/files/publications/bali_2_copenhagen_subsidies_legal.pdf.

86 Appellate Body Report, US – Softwood Lumber IV, para. 58 (referring to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5th 
ed., W.R. Trumble, A. Stevenson (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Vol. I, p. 1125).

87 Appellate Body Report, US – Softwood Lumber IV, para.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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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nd includes those illustrated 
in Annex I.88 In so far as eligibility to 
receive the exemption or remission of the 
carbon tax, or of the obligation to pay for 
emissions allowances, is made conditional 
on exportation or is limited to exporters, it 
would fall within the prohibition in Article 
3.1(a). 

From the point of view of a complain-
ing Member, challenging a measure as an 
export subsidy has two advantages. The 
first is that export subsidies are presumed 
to be specific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of the SCM Agreement. This means 
that there is no need for a complaining 
party to demonstrate the subsidies are 
specific to an industry.89 The second ad-
vantage is that export subsidies are 
prohibited. As a consequence, once export 
contingency is demonstrated, a complain-
ing party does not need to demonstrate 
adverse effects.

D. Expiration of the green box 

Direct financial assistance is another op-
tion that could be used by a government to 
help domestic industry absorb the costs of 
complying with stricter carbon regulations. 
For example, governments could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support industry ef-

forts to update to cleaner technologies 
(e.g., technologies that reduce energy con-
sumption or use cleaner sources of en-
ergy). 

When the SCM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it included a “green box” of 
subsidies that were not actionable, that is, 
subsidies that could not be challenged at 
the WTO and could not be subject to 
countervailing duties. Three categories of 
non-actionable subsidies were set out in 
Article 8 of the SCM Agreement. One of 
these categories was for subsidies that 
provide “assistance to promote adaptation 
of existing facilities to new environmental 
requirements imposed by law and/or 
regulations which result in greater 
constraints and financial burden on 
firms”.90 Another category was for 
research activities conducted by firms or 
by higher education or research 
establishments on a contract basis. This 
latter category could have provided a 
safe-harbour for financial assistance for 
research in climate change-mitigation 
technologies.

Article 8 had an initial duration of five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f entry in-
to force of the WTO Agreement.91 The 
SCM Committee was tasked with review-
ing the operation of Article 8 “with a 

88 Footnotes omitted.

89 SCM Agreement disciplines only apply to specific subsidies. See Article 1.2 of the SCM Agreement.

90 Article 8.2(c) of the SCM Agreement.

91 Article 31 of the SCM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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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to determining whether to extend 
[its] application, either as presently draft-
ed or in a modified form, for a further pe-
riod”. The SCM Committee undertook 
this review in 1999, but was unable to 
reach consensus on extending the applica-
tion of Article 8.92 Article 8 therefore 
lapsed at the end of 1999.

Several commentators have proposed 
re-establishing a category of non-action-
able subsidies, while adapting the criteria 
to make it easier for countries to pursue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es.93

E. Applicability of the General 

Exceptions of the GATT 1994

While Article XX of the GATT 1994 
would be available to justify a carbon 
border adjustment on imports even if it 
runs afoul of Articles II:2(a) or III, it may 
not be available to justify a carbon border 
adjustment on exports that is not in con-
formity with the disciplines of the SCM 
Agreement. In its recent report, the 
OECD notes that most analysts agree that 
Article XX does not cover breaches of 
obligations in WTO agreements other 
than the GATT 1994.94 Several commen-

tators have suggested that Article XX 
does not apply to the SCM Agreement 
obligations.95 Some commentators have 
proposed that WTO Members agree to ex-
tend the application of Article XX to sub-
sidies that address climate change.96 
However, even if Article XX were to ap-
ply to the SCM Agreement, some may 
question whether it would justify exemp-
tions from carbon taxes for exports given 
that they may adversely impact efforts to 
reduce GHG emissions.97 

Ⅳ. Trade and climate 
change policy 
discussions at the WTO

The 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 was established in 
the 1994 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 Its terms of reference in-
cluded addressing the relationship be-
tween WTO provisions and trade meas-
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icies relevant to trade and environ-
mental measures with significant trade ef-
fects and the provisions of the WTO.98 

92 WTO Analytical Index, SCM Agreement, Article 31, Practice, para. 1.

93 See, for example, Howse, supra note 66, p. 21.

94 OECD, supra note 28, para. 55.

95 See, for example, Steve Charnovitz, “Green Subsidies and the WTO”. The World Bank (2014), p. 10.

96 Andrew Green “Trade rules and climate change subsidies” World Trade Review, Vol. 5, Issue 3, (2006), pp. 377–
414. See also Howse, supra note 66, pp. 17-19.

97 OECD, supra note 28, para.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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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ly, it also included discu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TO provisions and 
charges and taxes imposed for environ-
mental purposes. 

Recent CTE meetings have included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For exam-
ple, at the 3 July 2020 meeting of the 
CTE, the Ambassador of the United 
Kingdom briefed Members on the organ-
ization of the 26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
).99 WTO Members have also used the 
CTE to brief the Membership as a whole 
on other initiatives being pursued in the 
WTO context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100 Some of these initiatives are 
discussed below. The UNFCCC partic-
ipates in meetings of the CTE, while the 
WTO Secretariat attends meetings of the 
UNFCCC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In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WTO Members also agreed to launch 
negotiations on: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mutual 
suppor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we agree to negotiations, without 
prejudging their outcome, on:

(ⅰ)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WTO rules and specific trade 
obligations set out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The negotiations shall be limited in 
scope to the applicability of such 
existing WTO rules as among 
parties to the MEA in question. 
The negotiations shall not 
prejudice the WTO rights of any 
Member that is not a party to the 
MEA in question;

(ⅱ) procedures for regular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MEA Secre-
tariats and the relevant WTO com-
mittees, and the criteria for the 
granting of observer status;

(ⅲ) the reduction or, as appropriate,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101

These negotiations have been taking 
place in Special Sessions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SS”). The WTO Secretariat has 
stated that “[g]iven the present consens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multilateralism and concerted actions to 
combat climate change, the importance of 

98 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 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56-dtenv.pdf.

99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3 July 2020, WTO Doc. WT/CTE/M/69, 
29 September 2020, paras. 2.1-2.5.

100 Ibid, para. 1.9.

101 World Trade Organization, Ministerial Declaration of 14 November 2001, WTO Doc. WT/MIN(01)/DEC/1, 20 
November 2001, para.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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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negotiations aimed at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nvi-
ronment regimes cannot be overempha-
sized”.102

The WTO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ommittee”) has 
a leading role in the discussion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and 
has been active in reviewing and 
discussing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labelling requirements adopted by WTO 
Members to mitigate climate change.103

Some WTO Members have launched 
new initiatives to address issu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These include an ini-
tiative launched in November 2020 by 53 
WTO Members for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104 These dis-
cussions are intended to complement the 
existing work of the CTE and other rele-
vant WTO committees and bodies. The 
initiative is being coordinated by Canada 
and Costa Rica. The topics proposed for 
discussion include trade and climate 
change; decarbonizing supply chains; the 
circular economy; biodiversity loss; fossil 
fuel subsidies; and border carbon adjust-
ments measures.

Some WTO Members oppose dis-
cussions of climate change issues at the 
WTO. For instance, at the July 2020 CTE 
meeting, Saudi Arabia cautioned that “cli-
mate change issues were discussed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could not be dis-
cussed or even open for interpretation un-
der any forum other tha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105

Discussions about carbon border 
adjustments are likely to become more 
prominent in the WTO in the upcoming 
months as a result of the European 
Union’s announcement that it intends to 
apply such measures. At the November 
2020 meeting of the CTE, the European 
Union briefed Members on the trade 
aspects of the European Green Deal and 
its objective of climate neutrality by 
2050. To achieve this, the European 
Union said it intends to adopt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for selected 
sectors to avoid carbon leakage. The 
European Union claimed that the 
mechanism would be WTO-compatible 
and would be adopted through a fully 
transparent process.106 Some of the 
Members attending the meeting expressed 

102 Activities of the WTO and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envir_e/climate_challenge_e.htm.

103 Ibid.

104 First meeting held to advance work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1_e/tessd_08mar21_e.htm.

105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supra note 89, para. 1.13.

106 Report (2020)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TO Doc. WT/CTE/27, 15 December 2020, para.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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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 that the proposed EU measures 
could be incompatible with WTO rules, 
and one delegation was concerned about 
how the carbon content of imports would 
be determined.107

The European Commission has launched 
a public consultation 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initiative and is currently 
reviewing the input received from the 
stakeholders.108 In an interview on 23 
March 2021, the European Commissioner 
for Energy, Paolo Gentiloni, suggested 
that, while the design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had not yet 
been decided, “there is some convergence 
towards an option mirroring the EU 
ETS”.109 The European Union is expected 
to unveil its proposal for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n June 2021.

John Kerry, President Biden’s envoy on 
climate, has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European Union’s plan to implement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110 
He has reportedly warned the European 
Union that carbon border adjustment 
should be a “last resort”. 111 Mr. Kerry is 

quoted as further stating that:

It [a carbon border tax] does have serious im-
plications for economies, and for relationships, 
and trade... I think it is something that’s more 
of a last resort, when you’ve exhausted the 
possibilities of getting emission reductions and 
joining in some kind of compact by which ev-
erybody is bearing the burden.112

Mr. Kerry also rebuffed suggestion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adopt 
standards based on the European Union’s 
approach.113

Mathias Cormann, the former Austra-
lian Minister of Finance and new head of 
the OECD, has also criticized the 
European Union’s plan to adopt a carbon 
border adjustment. He reportedly stated 
that “nations should be able to pursue dif-
ferent approaches to meet emissions re-
duction targets that took into account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and warned 
governments to be cautious of unilaterally 
punishing states that adopted different 
methods for tackling climate change”.114

At the first meeting of the TESSD, sev-

107 Ibid., para. 1.22.

108 European Commission, supra note 25.

109 Todd Buell. (2021, March 23). EU Border Tax May Be Like Emissions Trading, Official Says. Law360. 
https://www.law360.com/tax-authority/articles/1367762/eu-border-tax-may-be-like-emissions-trading-offici
al-says.

110 Leslie Hook. (2021, March 11). John Kerry warns EU against carbon border tax. The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3d00d3c8-202d-4765-b0ae-e2b212bbca98.

111 Ibid.

112 Ibid.

113 Ibid.

114 Smyth, J., & Giles, C. (2021, March 23). OECD’s incoming chief confident of global deal on taxing multinationals. 
The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3d00d3c8-202d-4765-b0ae-e2b212bbca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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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l Members expressed the view that 
“exchanging views on the trade-related 
aspects of environmental measures, in-
cluding border carbon adjustments, should 
be an important part of TESSD work, 
given the need for improved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the rising number of 
trade-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adopted or planned in response to mount-
ing environmental challenges”.115

In a communication subsequently 
submitted by Japan in the context of the 
TESSD, it expressed concern that “[s]ome 
countries and regions took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gainst other 
countries and industries with insufficient 
measures for carbon reduction into 
consideration”.116 Japan proposed that as 
part of the TESSD, participating Member 
discuss possible actions to enhance 
accountability of domestic measures, 
including:

a. In order to achieve global carbon 
neutrality, it is necessary to not re-
treat measures for reducing green-
house gas emissions.

i. Do not encourage trade and invest-
ment by weakening or reducing the 
levels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

duction measures
b. Discussions on carbon border adjust-

ment measures need to be stimu-
lated at the WTO to avoid future 
trade conflicts.

i. Discussing how carbon border adjust-
ment measures should be formulated 
based on the GATT principles.117

Critics of the potential use of carbon 
border adjustment by the European Union 
or others point to the fact that the Paris 
Agreement reflect voluntary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that it is not 
for the European Union or others to judge 
another country’s level of ambition. They 
also suggest that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would not respect 
the UNFCC’s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118 However, 
a paper by the Atlantic Council Global 
Energy Center suggests that the adverse 
impact of carbon border adjustments on 
developing countries should not be 
overstated. It notes that, in practical 
terms, carbon border adjustments would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developing 
countries that do not export meaningful 
quantities of the carbon-intensive goods 
that would be subject to the tax, like 

115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WTO Doc. INF/TE/SSD/R/1, 15 March 2021, 
para. 3.9.

116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Communication by Japan. WTO Doc. 
INF/TE/SSD/W/10, 23 March 2021.

117 Ibid.

118 Stakeholders Assess Proposed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dg.iisd.org/news/stakeholders-assess-proposed-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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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cement, coke (fuel), and petroleum 
products.119 

It is likely that carbon border adjustments 
will receive increasing attention inside and 
outside the WTO and that the issue will 
continue to be contentious.

Ⅴ. Conclusion

Carbon pricing is generally accepted to 
be an effective instrument to capture the 
external costs of GHG emissions and to 
shift the burden to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emissions. A carbon 
price also creates incentives to reduce 
emissions and stimulate cleaner 
technologies. Two of the main policies 
for carbon pricing are carbon taxes and 
emissions trading mechanisms. A number 
of jurisdictions around the world have 
implemented carbon taxes or emissions 
trading mechanisms, and several more are 
considering implementing them.

The imposition of carbon taxes or the 
obligation to purchase emissions allow-
ances under an emissions trading mecha-

nism can have an impact on the interna-
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regulating 
Member’s domestic industry, particularly 
where competitors in other markets are 
not subject to the same or equivalent 
policies.

Countries may be able to address the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oncerns by 
applying border adjustments on imports 
and exports. As discussed above, the 
WTO agreement provides some scope for 
the use of border adjustments on imports 
and exports. However, there continues to 
be uncertainty as to the particular circum-
stances in which border adjustments are 
WTO- consistent. This uncertainty is like-
ly to remain for the foreseeable future un-
til Members reach some kind of agree-
ment on the issue or a carbon border ad-
justment is challenged in WTO dispute 
settlement. Until then, the issue is likely 
to remain contentious and may become 
even more so as the European Union goes 
forward with its plan to implement carbon 
border adjustments.

 

119 Bell and Benaim, supra not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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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통상법 쟁점 연구

김민정*1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mjk@snu.ac.kr)

본 논문은 최근 지역무역 체제에서 도입된 디지털통상 규범을 협상 전개 과정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핵심 

규범의 발전과 통상법 쟁점을 연구하였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무역 자유화를 지지하고 디지털경제의 거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관세, 비차별 대우, 투명성, 국제표준 협력에 관한 

조항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사안에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요구한다. 

한편,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 앞으로 많은 쟁점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논문은 

데이터 관련 조항들을 대표 사례로 연구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디지털통상 협정이 디지털경제 

관련 광범위한 사안에 적용되지만 ‘디지털 제품’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중요하고 그 법적 

모호성과 쟁점 사항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데이터무역에 대한 핵심 규범으로 

비차별 의무가 채택되고 강화되고 있는데, 디지털 무역의 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많은 법률 쟁점이 예상된다. 

셋째, 디지털통상 규범상 디지털경제의 상업활동 보장과 정당한 공공정책 시행 사이의 균형이 추구되지만, 

제도적 효과 측면에서 향후 많은 구체화 및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디지털경제의 상호운영성이 강조되고 제도적, 기술적 표준이 핵심적인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였다. 디지털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디지털경제가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디지털무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DEPA),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 협정(AS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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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데이터 이동과 디지털 무역이 크게 성장하

면서 디지털 통상이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되

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정보, 커뮤니

케이션 분야의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

의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국제무역에서 전자

상거래와 디지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

격하게 확 되고 있다. 한편, 예기치 못한 

COVID-19 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경제 분야 곳곳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

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최근 디지털통상 규범에 한 협상이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1998년 시작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디지털무역에 한 한시적인 무관세 원칙 채

택 외에는 지난 20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

었다. 그러나 디지털무역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지

역무역 체제 협상이 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데이

터 자유 이동을 지지하고 불필요한 디지털무

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규범 



60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1호 (통권 제1호)

디지털통상 규범 조항 당사국 발효일

CPTPP 
제14장 전자상거래 조항

18개 조항
(11개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2018.12.30.
순차 발효

USMCA
제19장 디지털무역 조항

18개 조항 (3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2020.7.1. 
발효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USJDTA)

22개 조항 (2개국) 미국, 일본
2020.1.1.
발효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

16개 모듈
69개 조항

(3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2021.1.7.
발효

호-싱 디지털경제협정
(SADEA)

38개 조항 (2개국) 싱가포르, 호주
2020.12.8.
발효

출처 : 김민정·양인창(2021) 재인용.

표1 지역무역 체제의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

협상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표적인 결과가 한-미 FTA를 비롯하여 

CPTPP, USMCA 디지털무역 규범이다.1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미국이 제시한 

기본 디지털무역 규범은 싱가포르, 호주, 뉴

질랜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

의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서 최근 이례적인 

속도로 추진되었다.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채택한 디지털경

제(동반자) 협정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새로

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자

유이동과 인터넷 사용 기본 원칙 등 미국이 

기존에 추진했던 규범을 핵심 제도에 반영시

키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사

이버보안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디

지털신원, 핀테크와 규제테크 등 디지털경제

에 관한 다양하고 새로운 의제들을 채택하였

다. 비록 이 제도적 발전은 지역무역 규범이

라는 틀에 국한되지만, 디지털통상 협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제도 발전

에 한 일종의 추진동력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보이며, 그 제도적 함의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을 연구

하였다. 최근 채택된 지역무역 협정을 중심

으로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기본 원칙을 

적용할 때 제기될 수 있는 가상의 쟁점을 통

상법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본 논문 2장에서는 WTO와 주요 FTA 전

자상거래 협상 경위, 미국이 추진한 CPTPP, 

USMCA, 그리고 미국-일본 협정의 디지털

통상 핵심 규범과 시사점, 그리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호주의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에 나타난 제도적 특징을 분석한다. 연

구 상이 되는 협정 및 조항은 <표 1>에 정

리된 바와 같다. 3장에서는 디지털통상의 핵

심 원칙 운용상 제기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

를 기존의 통상법률 관점에서 분석한다. 협

상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디지털 제

품’개념에 관한 쟁점, 디지털통상 규범상 비

1 곽동철, 안덕근(2016), “아날로그 체제하의 디지털무역-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통상법률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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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의무의 의미 그리고 디지털무역 자유화

와 정당한 공공정책 추구 사이의 균형 문제

를 고찰한다. 4장에서는 지역무역 체제에서 

추진된 디지털통상 규범의 확산에 관한 문제

를 논의한다. 

Ⅱ.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시사점

1. WTO 전자상거래 협상

WTO 체제가 발효한 즈음인 1990년  

후반부터 시작하여 2000년  초 IT 버블이 

형성될 정도로 디지털산업이 급속도로 발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반도체, 무선기기 등 첨

단 기술을 사용한 정보통신 제품의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가 빠르게 구축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WTO 발효 이후에도 정보통신 제

품의 국제무역을 확 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

되었고 그 성과로 정보통신제품 수입에 무관

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WTO 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동 협정은 큰 맥락에서 보면 디지털산업의 

국제무역을 확 하는 협상의 시초가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보통신 제품의 관세를 

제거하는 상품무역 측면을 다루는 것이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무역에 관한 논

의가 필요했고, 미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

름을 지지하는 디지털무역 활성화와 규범 정

립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

부는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지지를 받으며 

동 사안을 WTO 아젠다로 제안하였고 WTO 

무역개발위원회의 전자상거래(e-commerce) 

협상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2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하는 전

자상거래 협상은 이후 1998년 제2차 각료회

의에서 최초의 전자상거래 다자 협상으로 추

진되었다.3 그리고‘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

을 채택하는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

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에 한 무관세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무관세 관행은 한

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번 회의를 통

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가장 최근 있었던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에서도 무관세 관

행(duty-free moratorium)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렇듯 실질적으로 계속 연장되

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도적으로 영구화 하

는 것에 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근본적

으로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최근 도

입된 디지털통상 협정은 이 관행을 당사국 

간 영구화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무

관세 관행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핵심 원칙으

로 자리잡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의 1998년 작업계획에

는 무관세 관행 외에도 많은 의제들이 포함

되었고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 협상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결실을 맺고자 노력하

2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전자상거래 지침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체계(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수립하여 WTO 일반이사회에 전자상거래 무관세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3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한다. 이한영 (2007), 디지털@통상협상-UR에서 한미 FTA까지, 삼성경제
연구소. 

4 Chen, Wallace and Clara Brandi (2019), “Governing Digital Trade–A New Role for the WTO”,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Briefing Paper No 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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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5 그러나 디지털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WTO 회원국들마다 달랐고 서로 다

른 이해관계와 디지털통상 규범이 갖는 불확

실한 제도적 효과 등으로 말미암아 최근까지

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6 

지난 20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WTO 

디지털통상 협상은 2020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전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 유행

과 이로 인해 급물살을 타고 진전되고 있는 

디지털경제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디지털 기술혁신

과 디지털경제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제한적으로나마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특히 디지털경제가 

성장하고 디지털 교역이 확 되면서 중국의 

데이터 경제가 위협적인 속도로 부상하고 글

로벌 영향력을 확 하기 위한 중국의 디지털

표준 전략이 표면화되면서 무역 질서 정립에 

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세, 산업

보조금 정책, 디지털서비스 제도 개혁, 시장

경쟁에 한 규제 강화 등의 움직임이 활발

해지고 있어서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다자 질

서 확립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논의에 관심이 있는 일부 국가들

이 ‘전자상거래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사실

상 다자협상을 재개할 것을 합의하였다.7 우

리나라도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는 중이다.8 그리고 코로나로 얼룩진 2020

년,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서 12월 86개 협

상 참여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된 통합 협정

문 초안을 마련되었고, 2021년 예정된 제12

차 각료회의에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내고 있다.9 

2. FTA 전자상거래 협상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협상이 1998

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 이후 거의 진전

되지 못하자, 당시 디지털무역 자유화 전략

을 활발하게 추진하던 미국은 지역무역 협상

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10 2000년  

FTA 전자상거래 협상이 점진적으로 활발하

게 진행되었고 FTA 조항을 통해서 조금씩 

규범이 확 되는 양상을 보인다. 요르단-미

5 1998년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 작업계획(WTO Work Programme on E-Commerce)을 바탕으로 중심 역할을 하면서 상품, 
서비스, 무역관련지식재산권 이사회 및 무역개발 위원회와 전자상거래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한다. 이한영(2008), 전자적 서비스무역에 관한 통상규범, 통상법률 81, 119-146. 

6 이종석 (2019),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지연 이유와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에 시사점”, 물류학회지 제29권 제1호, pp. 63-80.

7 71개국이 채택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은 협상 추진을 위한 탐색적 작업을 추진하고 
모든 회원국의 참가를 촉구하였으며, 동 선언에 따라 2018년부터 수 차례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가 
공동의장을 맡고 전자상거래 촉진, 개방성, 기업신뢰, 투명성에 관한 네 가지 분야별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개방을 
지지하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의 국가들과 반대하는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이 대립하는 구도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석 (2019),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지연 이유와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에 시사점”, 물류학회지 
제29권 제1호, p.67.

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정부합동 대표단,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 2019년 10월 21일.

9 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Commerce: Co-Conveners’ Update. <https://www.wto.org/english/news_e/
news20_e/ecom_14dec20_e.htm> (최종방문일: 2020년 2월 15일)

10 미국은 다자협상과 양자협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자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에서 양자 협상을 통해 규범을 확산하고 
지지기반을 넓히는 전략은 과거 GATS 협상 사례에서 찾을 수 있으며, 무역과 개발 이슈 협상도 중요한 사례가 되는데 다음을 
참조한다. 박정준(2018), “국제통상체제에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GATT/WTO 다자체제에서 FTA 복수체제로”,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pp. 25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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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FTA(2000)의 공동성명에서‘정보의 자유

로운 이동의 필요성’이 최초로 언급된 데 이

어, 만-니카라과 FTA(2006)에서 처음으

로 협력 조항의 일부로 명문화되었고, 이후 

유사한 문구가 미주 국가들의 FTA를 중심으

로 확산되었다.11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례는 실질적인 

규범 즉,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최초로 언급한 한-미 FTA

의 전자상거래 조항이다. 미국은 칠레(2003), 

싱가포르(2003), 호주(2004) 등과 FTA를 

추진하면서 디지털제품에 한 무관세 원칙

을 영구적인 규범으로 도입하는 한편, 디지

털제품에 한 비차별 원칙,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종이없는 무역

에 관한 조항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면서 디지

털통상 규범의 체계를 만들어왔다.12 그리고 

이 규범들을 바탕으로 추진된 한-미 FTA는 

국경간 정보흐름에 관한 조항을 채택하고 개

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인터넷 접

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을 채택하는 등 전례 

없는 디지털 규범들을 추가하면서 CPTPP 

전자상거래 규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3. 미국의 디지털통상 협상과 규범

미국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무

역 개방 협상은, 자국의 무역이익을 확 하

고 중국의 데이터 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국

가 디지털 전략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13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자유 이동과 

디지털 상품에 한 공정한 우를 보장받고 

혁신기술과 지식 등 미국의 지식재산을 보호

받기 위한 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

다. 또한 인터넷 경제가 확산하면서 사이버

테러, 프라이버시 침해, 각종 사기와 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보안과 사이버안보 

문제에 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미국의 영

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CP)TPP와 USMCA 디지털통상 규범에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디지털통상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디지털무역에 한 무관세 원칙을 

얼마나 보편화하는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CPTPP는 WTO 무관세 원칙을 당사국 간 

영구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14 이는 점

차 USMCA, USJDTA, 그리고 디지털경제 

협정에도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역무역 협상을 통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

기 위한 기준은 디지털통상 규범에서 가장 

핵심 사안인데, CPTPP 규범은 이에 관한 

기본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 CPTPP 규범은, 한미 FTA에 포함되었던 

정보의 국간 간 이동, 디지털 제품에 한 

비차별 조치,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

11 Mira Burri (2020), “Data Flows and Global Trade Law”, Big Data and Global Trad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3. Burri(2020)는 캐나다-페루 FTA(2008), 한구-페루 FTA(2011), 중미-멕시코 FTA(2011), 콜롬비아-코스타리카 
FTA(2013), 캐나다-온두라스 FTA(2013), 캐나다-한국 FTA(2014), 일본-몽고 FTA (2015), 홍콩-뉴질랜드 FTA(2010) 등에
서 유사한 문구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해당 조항은 당사국들이 전자상거래를 위한 활동적인 환경의 필수적인 요소로 국경 간 정보이
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12 곽동철 (2020), “FTA 디지털무역과 기술표준”, 안덕근, 김민정 「지역무역체제와 기술표준 협상」, 박영사, p. 127. 

13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Internet Regimes and WTO E-Commerce Negotiations.

14 CPTPP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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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및 이용 원칙 조항 등 기본 규범을 채택

하면서 강행 수준을 한층 강화하였고, 스팸

메일, 사이버보안 협력 조항 등을 추가하면

서 디지털통상 규범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

서 반드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 협정의 

조항들을 USMCA가 부분 수용했고, 이후 

디지털경제 협정들이 핵심 규범으로 채택하

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규범의 발전 측면에

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가. CPTPP 전자상거래 조항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

한 목적으로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은 협상 타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

의 탈퇴 결정으로 미국 없이 11개국의 ‘포괄

적이고 점진적인 TPP(CPTPP)’로 발효하였

다. 도하개발아젠다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

자 다자 체제를 보완하고 21세기형 무역 질

서를 재편하겠다는 목표하에서 추진되었던 

만큼, 이 협상은 결과적으로 이례적으로 수

준 높은 규범을 채택하고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CPTPP 전자상거래 규범이 18개의 조문으

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도 이전까지 도입되었

던 어떤 FTA 전자상거래 규범보다 훨씬 포괄

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미 FTA와 비교

하면 개인정보 보호, 컴퓨팅시설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요구금지에 관한 새로운 조항

이 추가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자유

로운 흐름을 강화하고 디지털통상에 한 국

제 규범 체계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

다.15 더욱이 거의 모든 조항을 강행 규범으

로 도입한 부분도 디지털통상 질서 확립에 

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USMCA 디지털통상 조항

1992년 체결된 NAFTA에는 전자상거래

에 관한 규범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체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USMCA를 통

해서 시 에 맞게 개선, 발전되었다. 

USMCA 협상에서는 최초로 ‘디지털무역’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CPTPP 보다 더욱 

강화된 디지털통상 규범을 본격적으로 도입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16

전반적으로 CPTPP 규범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 수준에서 보면 

CPTPP에서 권고조항이었던 조항들이 

USMCA에서 강행규범으로 강화되면서 실질

적인 법적 구속력 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동 협정에는 온라인 플랫폼, 양

방향 컴퓨터 서비스, 공개 정부데이터 등 새

로운 아젠다가 포함되고, 총 1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동 협정이 채택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조항은 비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

을 예외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

이 있으며 CPTPP에 도입된 규범이 

USMCA에도 채택되었다는 제도적 의의가 

있다.17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국

제기구의 원칙과 지침을 인정하고 이를 기준

15 김정곤 (2018),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1호, p.65. 이종석 (2019),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지연 이유와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에 시사점”, 물류학회지 제29권 제1호, pp. 73.

16 Mira Burri(2020), p.21.

17 CPTPP 제14.11조, USMCA 제19.11조.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통상법 쟁점 연구   65

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

다.18 특히 CPTPP보다 더욱 구체적인 조항

의 도입에 해서는, 유럽이 데이터보호 기

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하

고 있는 데에 영향을 받은 획기적인 발전이

라는 평가도 있다.19 

다. 미국-일본 디지털무역 협정

한편,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무역 협정은, 

디지털통상 규범을 FTA 조항으로 도입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난 최초의 사례다. 큰 틀

에서는 미-일 무역협정의 일부로 추진되었으

나 독립협정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내

용 면에서도 CPTPP와 USMCA 규범 모델

을 바탕으로 더욱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어 제도적 의의가 있다.20 즉, 동 협정의 

22개 조항에는 일반예외, 안보 예외, 금융

환율정책 예외, 조세 예외 등 예외 조항이 

포함되고,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버 현지

화 요구를 금지하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해 특정 암호화기술 

사용 또는 공개 요구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금융데이터 이동은 CPTPP에서는 제외되

었던 사안이지만,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금융데이터의 현지화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금융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 사항이다.21 또한 ICT 제품

에 해 특정 암호화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

하거나 ICT 제품이 사용한 암호화기술에 관

한 정보 공개를 금지한 조항은 CPTPP와 

USMCA에서 TBT 규범으로 채택되었던 사

항이, 디지털통상 규범으로 삽입된 것이어서 

중요한 제도적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상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협상을 거듭할수록 협상 아젠다를 확

장하고 규범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WTO 전

자상거래 협상에서도 CPTPP와 USMCA 수

준의 디지털통상 규범을 요구하고 있고, 

WTO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더라도 FTA 혹

은 양자 및 지역무역 체제에서 미국의 디지

털통상 이익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22 디지털통상 협상

과 동시에, 미국의 가치와 영향력을 확보하

기 위하여 OECD, APEC, G-20 등 다각적

인 국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데이터 자유

이동과 디지털경제 질서 정립을 위하여 표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부분도, 디지털통상 

전략에 있어 반드시 주지할 사항이다.

3. 디지털경제 협정과 새로운 경향

가.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그리고 호주는 

디지털경제 협정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

18 USMCA 제19.8조.

19 유럽이 글로벌 질서와 기준을 ‘수출’하는 이른바 Brussels effect에 관한 연구가 한창이며, Burri(2020)는 USMCA를 통해 미국
이 APEC CBPR이나 OECD 원칙을 국제기준의 예로 수용한 부분은 미국 국내법 기준보다도 한발 더 나아간 사항이며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Mira Burri(2020), p. 22.

20 김민정, 양인창 (2021), 디지털무역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2021 Vol.6, p. 23

21 곽동철 (2020), p. 127-8.

22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Internet Regimes and WTO E-Commerce Negotiations.



66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1호 (통권 제1호)

털통상 규범을 정립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는 과거 브루

나이와 함께 체결한 P4 협정이 (CP)TPP 협

상의 시초가 되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수

준의 무역 규범과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 

국가들로 알려져 있다. 이 국가들은 미국이 

추진한 디지털통상 규범보다 훨씬 더 광범위

한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DEPA)을 발효시

켰는데, 동 협정은 16개 모듈의 약 70개 조

항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디지털경제 분야, 

기술, 이슈를 포괄한다. 

동 협정은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주목하

고, 기술혁신이 기업활동을 개선하고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만들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23 또한 디

지털경제 제도, 그리고 디지털 상품서비스

가 국가 간 상호운영되기 위해서 표준의 중

요성에 주목하였다.24 한편, UN 2030 지속

가능개발 아젠다를 상기하고 포용적인 디지

털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

다.25 그리고 디지털경제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장벽에 응하기 위해서 국제 규범을 

최신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26 

동 협정은 모듈이라는 독특한 무역협정 형

식을 도입하고 있다. DEPA의 모듈은 다른 

지역무역 협정들과 비교할 때 챕터(chap-

ter)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모듈마다 그 모

듈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모듈의 목적, 그리

고 세부 조항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치 FTA 

챕터가 각각의 WTO 협정 규범과 연결되는 

것처럼, 각 모듈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주

제 혹은 분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고, 아

직 연결되는 다자 규범은 없는 상황이다. 향

후 필요에 따라 각각의 모듈들이 무역협정의 

일부로 쉽게 차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구조

라는 평가도 있다. 

동 협정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인데, 쉽게 

말해서 통관과 전자상거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전자적 요소를 규율하는 기존의 통상 

규범을 종합적으로 채택한 조항과 디지털 기

술이나 디지털경제 분야에 관한 새로운 무역 

현안을 채택한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종이없는 무역, 국내 전자상거래 제도, 

물류, 전자 송장(invoicing), 특송(express 

shipments), 전자결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

하는데, 기본 내용은 물류, 특송, 단일통관창

구(single window) 등 WTO 무역원활화 

협정 규범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고 국내 전

자상거래 제도가 UNCITRAL 원칙과 합치하

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27 

그리고 모듈3과 모듈4은 기존 WTO 및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발전시킨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WTO 무관세 원칙을 영

구화하고 디지털 상품에 해 비차별 우 의

무를 확산하는 한편, CPTPP와 USMCA 

TBT 규범으로 도입되었던 암호화 기술을 사

용한 ICT 제품에 관한 의무가 동 협정에 삽

입된 점 또한 주목할 사항이다.28 그리고, 개

인정보보호 조항, 전자 방식의 국경 간 정보 

이전에 관한 조항, 그리고 컴퓨팅설비 위치

23 DEPA 전문 1항.

24 DEPA 전문 3항

25 DEPA 전문 4항, 5항.

26 DEPA 전문 7항. 

27 DEPA 모듈 2 비즈니스와 무역원활화.

28 DEPA 모듈 3 디지털상품 대우와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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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조항 등 디지털통상 규범의 핵심 원

칙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29 

한편, 디지털경제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서 사이버보안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자의 

광고메세지 유포에 관한 규제 제도를 도입하

도록 요구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고 기술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근과 사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30, 이

러한 규범들 역시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했

던 CPTPP, USMCA 규범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1

디지털경제 이슈와 기술에 관한 새로운 조

항들은, 기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 규

범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들이어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가장 표적인 조항으로, 디

지털신원, 핀테크, 인공지능, 데이터 혁신, 

정부데이터 공개에 관한 조항이 있다.32 당

사국이 국내 제도와 표준을 도입하고 국제적

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국제 표준

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 및 지역기구에서 

협력하자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의

무사항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디지털경

제 참여와 기회를 확 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포용적인 디지털통상을 추

구한다는 점도, 기존의 무역과 개발 의제의 

확장된 버전으로 볼 수 있다.33

 

나.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 협정

싱가포르와 호주는 디지털경제 협력을 강

화하고 디지털무역을 확 하기 위해서 디지

털경제 협정(ASDEA)을 추진하였다. 동 협정

은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두 차례 협

상을 거쳐 같은 해 3월 타결되었고 12월에 

발효하였다. DEPA 협상에 잇따라 추진되었

고 적용 범위나 규범 내용이 체로 DEPA

와 유사하며 디지털경제 분야, 기술 및 이슈

에 관한 광범위한 사안을 다룬다. 동 협정은 

싱가포르와 호주가 체결한 FTA 제17조의 

개정 절차에 따라 동 FTA 제14조 전자상거

래 조항, 전문 및 제9조 금융서비스 조항을 

개정한 디지털경제 협정으로서, 38개 조항

으로 이루어진다.34 

두 국가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2021년 현재 공동의장국이고 CPTPP 회원

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SDEA 협상은 애

초부터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고 선도하

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동 협정의 여러 조항에서 최신 규

범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CPTPP에서 데이터 자유이동과 데이터 현지

화 조항에서 제외되었던 금융서비스 분야가 

동 협정에 포함되고 소스코드에 관한 규범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35 

한편, 서비스무역 협정의 통신분야 부속서

29 DEPA 모듈 4 데이터 이슈.

30 DEPA 모듈 5 광범위한 신뢰 환경, 모듈 6 비즈니스와 소비자 신뢰. 

31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ICT제품에 관한 규범은 CPTPP 제8조에 대한 부속서, USMCA 제12조 분야별 부속서에 도입되었고, 미일 
디지털통상 협정(USJDTA) 제21조 규정으로 포함되면서 최초로 디지털통상 규범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DEPA 제3.4조와 
호주-싱가폴 디지털경제 협정 제7.3조 조항으로 도입되면서 디지털통상 규범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32 DEPA 모듈 7 디지털신원(digital identities), 모듈 8 새로운 경향과 기술, 모듈 9 혁신과 디지털경제. 

33 DEPA 모듈 10 중소기업 협력, 모듈 11 디지털포용. 

34 ASDEA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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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입되던 해저통신케이블 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동 협정에 포함된 부분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암호화기술 사용 ICT 제품

에 관한 TBT 조항이 DEPA 협상에서부터 

디지털 규범으로 편입되었던 것처럼, 기존 

무역규범 중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조항이 

디지털통상 규범으로 편입된 또 다른 사례에 

해당한다.36 

이외에도 ASDEA는 기존의 핀테크 협력 

조항에서 더 나아가 규제테크 협력 조항을 

추가했고37 CPTPP에 채택되었던 인터넷 연

결 요금을 공동 부담하는 조항을 채택했는데 

이 점에서는 DEPA와 다르다.38

ASDEA의 주요 특징은 제도적 상호운영

성과 호환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 전반적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상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호주와 싱가포르

는 표준의 중요성과 역할을 단지 인정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많은 조항에서 표준 개

발을 지지하고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할 의무

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 협정은 데

이터 혁신에 관한 협력 사항으로 데이터 이

동성 정책과 표준 개발을 언급하고 있다.39 

또한, DEPA 규범과 마찬가지로 AI 거버넌

스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

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의무를 부

여하는 동시에, 양국이 관련 지역 및 국제포

럼에서 협력하고 국제기준 개발을 지지하기

로 합의하였다.40 또 다른 예는 핀테크와 규

제테크 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 협력한다

는 내용과 함께, 오픈뱅킹 표준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동 협정은 디지털무역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도

입했는데, 이로써 디지털통상 규범에서의 기

술장벽 논의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아직은 기술표준 장벽을 제거하

기 위해서 실체적 규범을 도입한 것은 아니

고, 표준의 긍정적인 무역 효과 측면에 입각

해서 표준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협력을 제고

하는 방향의 규범이 도입된 것으로 분석된

다. 더욱이 ASDEA의 표준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호주와 싱가포르가 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양국의 디지털 

기술 및 제도의 표준협력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기 된다.

이와 함께, 두 국가는 데이터 혁신, 인공

지능, 전자송장, 농산물 수출입에 한 전자

인증, 무역원활화,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신

원에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정 이행

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매우 활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41 동 협정 규정이 

부분 약한 의무에 그치고 있는 규범상 한계

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양한 이행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양국

의 디지털무역 협상이 협정 타결의 선언적 

35 ASDEA 부속서 A 제28조. 소스코드 조항은 CPTPP, USMCA, USJDTA, DEPA를 거치면서 모델 규범이 확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데이터 이전에 관한 조항은 USJDTA와 동 협정이 채택하였다.

36 ASDEA 부속서 A 제22조. 

37 ASDEA 부속서 A 제32조. 

38 ASDEA 부속서 A 제20조. CPTPP 제14.12조. 

39 ASDEA 부속서 A 제26조. 

40 DEPA 제8.2조, ASDEA 부속서 A 제31조.

41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 협정 홈페이지 참조. https://www.dfat.gov.au/trade/services-and-digital-trade/australia-an
d-singapore-digital-economy-agreement (최종방문일: 2021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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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을 넘어서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전략 아

래에서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DEPA와 ASDEA 협상국들은 

디지털경제의 상거래와 국제 교류와 관련 있

는 모든 사안을 최 한 통합해서 새로운 제

도적 체계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된

다. 이 국가들이 제시한 디지털통상 규범의 

방향은, 데이터교역을 확 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스팸메시지 

규제를 강화해서 인터넷 경제에 한 신뢰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인증, 서명, 

결제, 신원 등을 전자방식으로 전환하고 AI

와 같은 혁신 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현재 진행형이

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 간 협력을 강조

하고 불필요한 표준이나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서 국제표준 개발을 도모한다는 점도 확

인할 수 있다. 디지털무역 환경이 처음부터 

과도하게 분절되지 않도록 선제적 접근을 도

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42

Ⅲ. 통상법 관점에서 본 주요 
쟁점

1.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 범위

가. ‘디지털 제품’ 정의

국제무역 체제는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을 구분하여 규율한다. GATT 협정이 잠정 

발효되던 1948년 당시에는 상품 관세 인하

가 통상협상의 주요 사안이었고 1970년  

동경라운드부터 비관세장벽 협상이 본격적

으로 추진되면서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부속 

협정이 발전하였다. 상품무역을 규율하던 

GATT 체제는,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된 우

루과이라운드에서 서비스무역과 지식재산권 

협상을 거치면서, 서비스무역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규범을 포괄하는 WTO 체제로 

발전하였다.43 이처럼 상품무역 체제에서 출

발해서 서비스무역 체제를 포괄하는 협상 역

사를 거치면서, 무역 규범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는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하게 되었다.

국제무역 체제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말미

암아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 범위에 한 

논쟁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44 가장 표

적인 쟁점은 전자상거래 조항에 도입된 ‘디

지털 제품(digital product)’ 개념에서 비롯

된다. 국가들의 개방 약속이 상품무역과 서

비스무역마다 다르고 특히 서비스무역의 개

방 분야와 수준이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므로, 

42 WTO 및 FTA TBT 제도는, 현재 나타난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범을 적용하는 동시에, 
국가들이 가능하면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기술조치를 도입하고 특정 기술조치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다른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통보 절차를 두는 등 다양한 선제적 접근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43 WTO 협정은 부속서 1A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협정과 부속서 1B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다자협정으로 구성된다.

44 이 쟁점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한다. 이재민(2018), “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 상품서비스 교역 일체와의 통상협정에 
대한 함의”,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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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품’이 상품(goods)인지 서비스

(service)인지의 판단은 국가가 기존에 합의

한 개방 의무와 민감하게 맞닿아 있다. 

한-미 FTA 전자상거래 조항은 ‘디지털 상

품’에 한 정의를 도입한 최초의 규범이

다.45 협상 당사국들은 이 정의 조항을 도입

하여 디지털 제품의 법적 모호성을 일정부분 

해소하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정의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

상, 이미지,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포함

하므로 서비스무역 체제의 컴퓨터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통신서비스와 명확하게 구분

되지 않으며, ‘전달 매체에 고정되는지 전자

적으로 전송되는지와 관계없다’는 문구를 보

면 반드시 물리적 실체를 두지 않아도 되지

만 전달 매체가 기본적으로 ‘모든 물리적 물

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완전히 상품이 아

니라고도 볼 수도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46 

따라서 디지털 제품의 법적 모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한미 FTA는 적용 범위에 관한 문

제가 실제로 발생하면 FTA 위원회에서 논의

하도록 하였다.47 한편, 한미 FTA는 ‘디지털 

제품’에서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및 투자 사안을 명시적으로 유보하였다. 

한미 FTA의 ‘디지털 상품’에 한 정의는 

이후 다른 디지털통상 규범에도 도입되었다.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CPTPP 전자

상거래 조항은 ‘디지털 제품’ 정의에서 ‘전달 

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전달 매체’에 한 정의를 누락시킨 점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48 그리고 디지털 제품에

는 디지털 화폐가 포함되지 않고 금융기관과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상에서 제외

된다.49 

CPTPP의 ‘디지털 제품’ 정의와 적용 범

위는 USMCA 디지털무역 조항에도 그 로 

채택되었다. 다시 말해서, 전달 매체에 한 

언급이 없고, 디지털 화폐를 포함하지 않으

며, 국경간 서비스무역, 투자, 금융서비스 조

치가 규율 상에 제외된다. 이러한 적용 범

위는 USJDTA, DEPA, ASDEA에도 그 로 

채택되었다.50 

45 한-미 FTA 제15.9조는 디지털상품을 ‘전달 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
(computer program, text, video, image, sound recording or other product that is digitally encode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각주에서 동 정의가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 상품의 무역이 상품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단서를 
두었다.

46 한-미 FTA 제15.3조는 ‘전달 매체’를 ‘현재 알려진 또는 향후 개발되는 방법으로 디지털 상품을 저장하는 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물리적 물체로서 그로부터 디지털 상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 재생산 또는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광매체, 플로피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정의하였는바, ‘물리적 물체(any physical object)’며 
디지털 상품을 저장, 송수신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7 한-미 FTA 제15.3조에 대한 각주2는 제15장의 상품분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FTA 당사국이 설립하는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8 CPTPP 제14.1조.

49 CPTPP 제14.1조의 각주 2는 ‘디지털 상품’은 ‘화폐와 같이 디지털화된 금융수단을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제14.2조는 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에 관한 조치는 CPTPP의 해당 조항 즉, 제9장, 제10장, 제11장에서 다룬다고 규정한다. 

50 USJDTA 제1조(g)항, DEPA 모듈3 제3.1조, ASDEA 부속서 A 제1조(g)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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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USMCA USJDTA DEPA ASDEA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4.4 19.4 8 3.3 6

개인정보 보호 조항의 비차별 의무 14.8 19.8 -- 4.2 17

기타(전자결제 조항의 비차별 의무) -- -- -- -- 11

출처 :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2 디지털통상 규범의 비차별 의무

나. 디지털통상 규범의 범위

이 논문 II장에서 살펴본 디지털통상 규범

의 발전 양상을 고려하면, 이제 '디지털 제품

에 관한 논쟁은 일부 사안에만 국한된 것처

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제품’에 적

용되는 규범은 무관세 의무와 비차별 의무지

만, 최근 도입된 디지털통상 및 디지털경제 

협정의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즉, 컴

퓨팅설비, 소스코드, 인터넷 접속 등에 관한 

규범이 있고 전자인보이싱, 전자결제, 온라

인 소비자보호, 스팸메세지, 사이버보안 등

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DEPA를 

보더라도 디지털제품 이외의 많은 개념이 사

용되고 있으므로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 범

위가 디지털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협정의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안에 

이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데이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

고 AI 등 첨단 기술 기반 산업이 전반적으로 

확 하면서, 디지털무역은 데이터, 소프트웨

어, 디지털 기술, 새로운 융합서비스와 산업

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제품’의 실질적인 의미도 점차 

넓어지고 과거보다 상 적으로 명확해진 측

면이 있다.

그러나 통상법률 관점에서 보면 이 개념의 

모호성은 근본적인 쟁점 사안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

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융합적인 특

성이 있는 디지털제품의 큰 영역이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되는 국제무역 체제에서 여

전히 회색지 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 지금까지 채택된 디지털통상 협정들은 

기본적으로 국경간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무역, 투자 사안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디지털제품의 범위에서 방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문화컨텐츠 온라인 플랫

폼, SNS 등 서비스무역과 중첩되는 모호한 

영역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비스무역 양허상 논쟁으로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자율주행, 사물인

터넷 등 시스템에 연결된 상품,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

는 상황이어서, 관세 및 TBT 등의 비관세 

장벽 문제도 점차 더 복잡한 사안으로 제기

될 것이다.51 

2. 디지털통상과 비차별 의무

비차별 의무는 국제무역 체제의 기본 원칙

이다. 이 기본 원칙은 디지털통상 규범에도 

핵심적인 의무로 도입되어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표2>에 나타난 바

51 민한빛(2019),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 자율주행시스템의 통상법적 규율 문제”, 통상법률 통권 제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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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기본적으로 모든 주요 협정이 디지

털 제품에 해 차별적인 우를 금지하고 

있고 부분의 협정이 개인정보 보호에 한 

비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진된 ASDEA는 전자결제시스템 접

근에 한 비차별 의무를 도입하였다. 

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디지털 상품에 한 비차별 우 의무는 

한-미 FTA가 최초로 도입했고 이와 유사한 

조항이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동 조

항에 따르면, 다른 당사국의 디지털 제품에 

하여, 비당사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에 부

여하는 우보다 불리한 우를 부여하거나 

자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리한 우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

된다.52 이처럼, 디지털 제품에 해서 최혜

국 우와 내국민 우가 디지털통상 규범의 

기본 의무로 채택되고 있다. 

한-미 FTA의 약한 의무(may)는 CPTPP 

규범 이후부터 강행 조항(shall)으로 채택되

고 있다. 그리고 비차별 의무에서 제외되는 

분야를 적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부 보

조금과 방송 분야를 제외하지만53 방송분야

에 해서는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54 

또한, CPTPP 이후부터는 비차별의무 이행 

때문에 지식재산권 규범과의 불합치가 일어

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되고 있는 바,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차별 의무를 적용하는 일반적으로 확립

된 법률 기준을 고려해 본다면, 디지털통상 

규범상 비차별 의무는 동종(like) 디지털 상

품에 관한 판단과 동종 디지털상품을 불리하

게 우했는지에 관한 판단이 그 핵심 사안

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조항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디지털통상 규범상 비차별 의무는 

디지털 제품 생산 후 최초의 상거래에 해당

하는 광범위한 행위(즉, 창작, 제작, 발행, 저

장, 전송, 계약, 발주 또는 상업)를 그 상

으로 하고, 디지털 상품의 공급에 관여한 광

범위한 행위자(즉,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배포자 또는 소유자)를 그 상에 포

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종 디지털제품

에 한 차별 우를 고려할 때 최종 공급자

를 비교하여 불리한 우가 있었는지를 고려

하는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제

품의 저작자, 제작자 등 디지털제품 공급에 

일정부분 기여한 다양한 행위자에게 불리한 

우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창작, 제작, 발행, 저장 등 디지털

제품 생산 및 공급에 한 부가가치 행위 전

반에 있어 불리한 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

도록 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요컨 , 디지털 교역 속성상 제품과 서비

52 한-미 FTA 제15.3조는 (1) 다른 당사국 영토 내에서 창작, 제작, 발행, 저장, 전송, 계약,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또는 (2) 디지털제품의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당사국
인 인(人)인 경우,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는 최혜국 의무를 규정한다. 그리고 
자국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저장, 전송, 계약,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는 내국민 의무를 규정한다.

53 한-미 FTA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의무에서 정부 보조금과 방송 분야를 제외했고 CPTPP, USJDTA, ASDEA도 이와 
유사하게 정부 보조금과 방송 분야를 제외하였다.

54 USMCA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의무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예외만 규정하고 있다. USJDTA는 방송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업투
자에 대해 외국자본참여율을 규제할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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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통합되고 생산, 공급, 소비가 융합되면

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

려하면 디지털 제품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문

제가 일차적으로 까다로운 사안이 될 것이

다.55 그러나 더욱 중 한 문제는 비차별 의

무가 적용되는 사안이 광범위하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디지

털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문제부터 경제 

및 비경제 행위에 한 각종 규제를 검토하

는 문제까지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비차별 관행

디지털통상 규범의 비차별 의무는 개인정

보 보호에도 적용된다. 협정 당사국들은 기

본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비차

별 관행(practice)에 입각하여 시행할 의무

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나 사건으로

부터 전자상거래 이용자 모두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한 비차별 의무는 중요

한 제도적 시사점이 있다. 가령,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 소

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소비를 

중단하거나 다른 경쟁사를 선호하고 소비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국 당국의 개인

정보 보호에 한 규제와 집행은 궁극적으로 

기업 간 시장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욱이 수입국의 보호제도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즉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디지털무역 

원산지(국적)를 차별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쟁

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CPTPP와 USMCA는 이 의무를 약한 의

무(shall endeavor)로 채택했지만 DEPA와 

ASDEA는 강행규범(shall adopt)으로 채택

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점

차 중요해짐에 따라 이 규범도 확산하고 강

화될 것으로 기 된다. 지금까지 채택된 문

구는 비교적 단순하고 비차별 우(treat-

ment)가 아니라 ‘비차별 관행’ 채택을 요구

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 의미를 더욱 분명하

게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56 

다. ASDEA 전자결제 조항과 비차별 의무

호주와 싱가포르는 핀테크 기업과 전자결

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결제 확 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ASDEA 전자결제 조항은, 양 당

사국이 결제시스템에 한 국내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사용

할 것을 요구한다.57 이와 함께, 금융, 비금

융 기관들이 전자결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에 접근할 때 자의적이고 정

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

지하였다.58 이처럼 양국이 핀테크 경제 교

류를 확 하기 위해 구체적인 디지털통상 규

범을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안과 안

55 이재민(2018), pp. 106-107, 110. 

56 DEPA 모듈4 제4.2조. Each Party shall adopt non-discriminatory practices in protecting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violations occurring within its jurisdiction.

57 ASDEA 제11.1조.

58 ASDEA 제11.2조. To this end, each Party shall:...(중략)...(c)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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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USMCA USJDTA DEPA ASDEA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와 
정당한 공공정책을 위한 제한조치 

14.11 19.11 11 4.3 23

컴퓨팅 설비 이용 자유와 
정당한 공공정책을 위한 제한조치

14.13 -- -- 4.4 2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이전 제한조치 

-- -- 15.4 -- --

출처 :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3 디지털무역과 공공정책상 제한조치

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와 당국이 접속 

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강조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술적, 규제서비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에

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 규정은 

모든 차별 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우를 금

지하고 있다. 다만,‘자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우인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FTA TBT 제도에 도

입되고 있는 규범 중에서 조치 당국이 충분

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적 요

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당국

이 정당한 필요에 따라 차별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면서 위장된 보호주의를 일정부분 

막는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유형의 디지털 규범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무역자유화와 공공정책의 균형

무역자유화와 공공정책 추구 사이의 균형

을 보장하는 제도는 통상규범상 널리 채택되

고 있는 기본 규범이다. 디지털통상 규범도 

디지털 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정당한 공공정책상 시행되는 제한조치를 허

용하고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채택된 모든 협정이 정보이동의 자

유를 보장하면서도 정당한 공공정책을 목적

으로 하는 조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협

정은 컴퓨팅 설비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규

제를 포함한다.

가. 데이터 자유이동과 공공정책

디지털통상 규범으로 채택되고 있는 중요

한 원칙 중 하나는 정보 이동의 자유를 보장

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들은 한편으로는 다

른 당사국 인(人)의 상업적 활동에 필요한 개

인정보 및 모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

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정책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동을 규제할 수 

financial institutions and non-financial institutions in relation to access to services and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th operation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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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59 

이 규범은 핵심적으로 ‘상업적 행위’를 목

적으로 하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부분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서 정보이동

을 제한하는 조치를 판단하는 문제로 구성된

다. 즉, 기본적으로 상업적 행위를 위한 정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상업적 행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리고 상업적 활동을 

위한 데이터 이동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정

당한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동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공공정책’이 동 원칙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

는 근거가 된다.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이라 

하더라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수

단이 되거나 위장된 방식 혹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

는 것은 금지된다. 

 

나. 컴퓨팅설비 위치와 공공정책

상기 규정과 마찬가지로, 컴퓨팅 설비의 

자유로운 상업적 사용이 원칙적으로 보장되

지만, 정부가 커뮤니케이션의 보안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다.60 즉, 

자신의 영토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상업적 활

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컴퓨팅 시설의 위치를 

정하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제한하

거나 규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공공정

책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능한데, ‘커뮤니케

이션 보안과 신뢰 확보’가 궁극적인 목적이

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제한조치가 자의적

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수단이거나 

위장된 보호수단이 되는 것은 금지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 자유무역과 공공정책의 균형에 대한 쟁점 

분석

이처럼, 데이터의 자유로운 교역이 원칙적

으로 보장되는 동시에 데이터교역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권한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기 

규범 적용을 통해서 두 목적 사이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운용상의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컴퓨팅 시설 설치와 사용 문

제에 있어 자유로운 상업활동 보장과 정당한 

규제의 양립은 디지털경제의 핵심 사안이기

도 하다.

통상법률 관점에서 고려하면, 상기 조항들

이 GATT 일반예외 조항을 통해서 구현되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ATT 제20조가 예외 규정이라는 점을 고

려한다면 상기 조항들은 TBT 협정 제2.2조

의 불필요한 무역 제한을 금지하는 의무조항

과 더 유사한 규범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61 그리고 이 TBT 조항의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본다면, 상기 조항들

은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추구하는가, 그 목적 달성

에 필요한 조치인가, 같은 수준으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덜 제한할 수 있는 안 

조치가 있는가의 기준에 의해서 이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GATT 제20조 적용에 따른 예

59 CPTPP 제14.11조. 

60 CPTPP 제14.14조. 

61 디지털통상 협정에는 많은 예외 조항이 도입되어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상 분석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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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인정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TBT 협정 제2.2조의 판정이 부분 유보되

었던 제도 운용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 

문제는 실제로 까다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데이

터 이동을 제한하거나 컴퓨팅 설비 위치와 

사용을 규제한 조치 국가는, 자신의 조치에 

관하여 그 정당성, 필요성, 안 조치의 부적

절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증명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엄밀히 

말해서 국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이 배제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

다.62

라. USJDTA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건 

미국과 일본의 USJDTA 개인정보보호 조

항은, 다른 디지털통상 협정들과 다른 제도

를 채택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조항은 당사국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국내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두 

국가 제도의 상호운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할 것을 규정한다. 여기까지는 

다른 협정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과 원칙적으

로 같다. 

그러나 USJDTA는 국제기구의 원칙과 가

이드라인을 고려할 의무, 그리고 국제 및 지

역기구에서 표준 개발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협정과 차

이가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이 양국이 지지할 

국제기구와 표준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지 않

은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개인정보의 국경 간 흐

름을 제한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필요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비례’하여 제한할 의무를 

채택했다는 점이다.63 이 기준은 다른 협정

에는 도입되지 않았고 미-일 협정에만 있다.

앞서 살펴본 다른 협정들이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관한 법적 요건으로 비차별 관행 채

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미-일 

협정의 필요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데이터무역을 더 강조

하고 데이터무역 장벽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

를 더욱 규제하고자 했던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필요한’ 수준으로, 그리고 ‘나타난 위

험’에 비례하는 수준으로만 정보 흐름을 제

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

사국들이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

인정보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

로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 규범은 이례적

으로 높은 수준에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제

한한 것으로 분석된다. 

Ⅳ. 결론

최근 추진된 일련의 협상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 규범에 관한 하나의 기본 체계가 마련

되었다. 기존 무역체제에 도입되었던 전자상

거래 규정과 기타 관련 규정들이 디지털무역 

체제로 편입되고 디지털무역과 디지털경제

62 WTO TBT 협정 제2.2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률 쟁점 연구를 참조한다. 

63 USJDTA 제15.4조.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suring compliance with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ensuring that any restrictions on cross-border flows of personal information ar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to the risk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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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의제가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 포

괄적이고 독립적인 체계가 발전하였다. 향후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타결되고 다자 규

범이 도입된 이후, 최근 도입된 디지털통상 

규범의 중요한 역할과 제도적 기여를 더욱 

명확하게 조명할 수 있겠으나, 분명한 사실

은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이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통상 질

서를 정립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다

는 점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디지털 통상

규범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 

협상은 CPTPP 협상과 USMCA 협상인 것

으로 분석된다. 두 협정은 데이터 이동과 개

인정보 보호, 디지털제품에 한 비차별 의

무 등 디지털무역의 핵심 원칙과 기본 제도

를 제시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기본 틀이 DEPA와 ASDEA 협상에 반영

되었고, 동 협정들은 디지털경제와 전자상거

래 확 를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기술, 

경제, 통상 현안을 통합하고 포괄함으로써 

제도적 체계화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디지털통상 협정의 핵심 규범을 

통상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존 국제무

역 체제에서 제기되었던 통상법 쟁점에 비추

어 디지털통상 규범 운용상 문제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도입된 디지털통상 핵심 규

범에는 전반적으로 제도적 불확실성이 내재

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 국제무역 체제가 

그러했듯이,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의 불확

싱성, 입증책임 문제 등 실제 운용에 있어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호성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상에서 구체적인 문안만을 추구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즉, 구체성을 강화할수

록 디지털무역의 미래적 상황과 잠재적인 사

안들을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 전환이 최근 

들어 가속화하고 지금도 한창 진행형에 있으

므로, 디지털통상 협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규범과 

제도적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비하고 보완하는 노력은 계

속되어야 한다. 

한편, 최근 협상이 이루어낸 중요한 제도

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규범들이 지역무역 

체제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CPTPP부터 ASDEA까지 일련의 

협상 과정이 소수 국가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매 협상 그 범위와 강도가 증폭되었던 점 또

한 중요한 특징이다. 이 소수 국가들이 디지

털 경쟁력 확보와 개방에 해 동일한 목표

를 추구하면서(like-minded) 발 빠르게 추

진한 협상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을 중심으로 싱가폴, 일본, 호주 등 전략적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낸

다.

궁극적으로는, 지역무역 체제에서 형성된 

디지털 제도 및 기술 네트워크가 고도화, 강

화될수록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진입 비용

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이론이 이 

자명한 사실을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팽창하

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계속되는 경쟁에 

맞설지, 네트워크 밖에서 독자적인 방식을 

구축하고 불확실한 도전을 계속할지를 선택

해야 하는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도 함께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간 경쟁

이 초래하는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의 통합된 네트워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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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관점에서 다자 규범과 통합된 질서 도

입이 분절된 디지털경제의 비효율성을 막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한-미 FTA에서부터 CPTPP, USMCA, 그

리고 DEPA와 ASDEA를 관통하는 기본 체

계와 그 발전 양상은 향후 디지털통상 협상

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해 함의하는 바가 

크다. 그 발전 양상을 보면 디지털통상 협상

이 다뤄야 하는 포괄적인 의제를 보여줄 뿐 

아니라 디지털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

털 통상 현안들을 해소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범적인 혹은 다

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글로벌 디지털통상 협상

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 디지털통상 

전략과 정책 수립에 도움되는 심도 있는 후

속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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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 and ASDEA. The analysis finds that the regional digital trade norms came to deal with 

diverse digital economic and technical agenda, and have strengthened key rules to make data 

flow freer. Nevertheless, the relevant legal elements, especially those incorporated in 

provisions that provide for 'digital products', non-discrimination, and legitimate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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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노동조항에서의 
“무역영향성
(affecting trade)” 
요건 검토

김 혜 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hyesoo.kim@leeko.com)

노동과 통상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WTO를 비롯한 다자 차원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USMCA, CPTPP, EU-중국간 투자협정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 체결되는 주요 협정에서 노동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미-과테말라간 CAFTA-DR 협정에 따

른 노동분쟁에 이어 우리나라와 EU간의 FTA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노동규범이 국제통상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였다.

국제통상의 맥락에서 노동규범을 다루는 경우, 노동과 통상을 연계하는 개념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를 포함하는 주요국들의 FTA에서 노동조항상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affecting trade)”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무역영향성 요건은 여러 FTA에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중 대부

분과 USMCA, CPTPP 등 최근에 체결된 주요 FTA 다수는 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조치의 적용 방식이 무역

에 영향을 미칠 것(“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무역과 노동을 연계해주는 기능 뿐 아니라, FTA 당사국이 협정을 통해 부담하고자 하는 의무

의 범위를 일반적인 노동규범 전반에서 무역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분쟁의 맥락에서는 협정 위반

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능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의 FTA 노동분쟁인 미-과테말라 노동분쟁에서는 

무역영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결국 제소국인 미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무역영향성 개념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현재까지는 그 명확한 의미에 

관하여 해석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과테말라 패널은 “경쟁상 우위(competitive 

advantage)”라는 개념을 통해 무역영향성을 설명하였고, 이후 체결된 USMCA에서는 교역관계 또는 경쟁관

계의 존재를 통해 무역영향성이 추정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같은 상이한 두 가지의 사례만이 존재하는 상황

에서 향후 다른 FTA의 맥락에서 이에 관한 해석 문제는 또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실제 분

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경우 제소국이 무역영향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노동 관련 조치로 인해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관련 증거의 수집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에 대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어보인다.

앞으로 FTA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활성화될 경우, 위 요건에 대한 해석 사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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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적될 것을 기대해볼 만하다. 이에 더하여, 분쟁해결절차와 무관하게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해 무역영향성 

요건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나 고려 요소에 합의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WTO 보조금협정상 Annex V 절차와 같은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고

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자유무역협정, 노동, 무역영향성, 노동과 통상, 노동분쟁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FTA에서 노동규범이 등장한 배경

Ⅲ. 무역영향성 요건의 검토

1. 무역영향성 요건의 기능 및 검토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상 무역영향성 요건

3. 무역영향성 요건의 해석

가. CAFTA-DR 미-과테말라간 노동분쟁

나. USMCA의 규정 사례

다. 검토

(1) 판단의 기준

(2) 입증의 책임

(3) 문제 해결 방안의 모색

Ⅳ. 마치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노동 문제가 국제통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규범을 이루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나, 노동을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다루려는 시도는 WTO 설립 이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EU를 중심으로 하는 WTO 회원국

들은 과거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을 

통해 국제무역 관계에서 노동 조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결국 노동 문제를 다자간 무역체제에 포섭하

는 데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 다만 WTO 회

원국들이 합의하지 못한 다른 의제들과 마찬

가지로, 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다자주의에서

의 이 같은 실패는 양자 또는 복수국간 무역

협정을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하려는 시도를 

촉진하였다. 다자체제에서 자국의 입장을 관

철시키지 못했던 미국, EU 등의 국가가 주

도하는 FTA에서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통

상규범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에 이르러 미-과테말

라간 최초의 FTA상 노동분쟁과 한-EU간 노

동분쟁, 나아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노동규

범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USMCA를 

통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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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USMCA 협상에서 강력한 노동규범을 포함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

를 첫 USTR로 지명하고, 노동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는 USMCA의 강력한 집행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향후 노동 문제가 국제통상에

서 차지할 중요성을 가늠케 하였다.1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지난 1월 한-EU 

FTA 하에서 EU가 제기한 노동분쟁의 패널 

판정이 공개됨에 따라 FTA의 맥락에서 노

동규범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관

심이 환기되고 있다. 더욱이 동 분쟁은 

2018년 미-과테말라 간 CAFTA-DR(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협정에 근거하여 

발생한 최초의 분쟁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노동 관련 무역분쟁이라는 점

에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FTA에 포함된 노동규범들은 협정의 일부

로서 당사국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형성한

다. 특히 최근의 분쟁사례에서 보듯이 노동

조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법적 분쟁해결절

차를 발동할 수 있고 협정에 따라 무역제재 

조치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FTA의 노동

규범은 법적 제재보다는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ILO 체제와 대조를 

이룬다. 

이렇듯 노동규범이 FTA의 맥락에서 다루

어지는 경우 당사국들은 일반적으로 ILO를 

포함한 다자체제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규범

의 강제성이나 더 나아가 집행력에 대해서까

지 합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협

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노동규범 일반이 

아닌 당사국간 교역과 관련되는 경우로만 제

한하려는 당사국들의 의사가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FTA에서

는 노동챕터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또는 노동조항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

로서 관련 조치가 무역에 영향을 미쳐야 한

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2 

이렇게 보면, 무역영향성 개념은 당사국이 

합의한 협정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약 

해석의 자료가 되며, 노동규범 일반과 무역

협정 내에서의 제한된 노동규범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분쟁 실

무에 있어서는 제소국이 무역협정상 분쟁해

결절차를 통해 노동규범을 강제하거나 그 불

이행에 대하여 무역제재를 가하기 위해 충족

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기도 하

다. 

본고에서는 FTA 노동챕터에 규정되어 있

는 무역영향성의 개념에 대해서 살핀다. 본

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국제통상 분야에

서 노동규범이 FTA를 통해 본격화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노동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에 무역영향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

1 “Biden selects Katherine Tai as U.S. trade representative”,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11, 2020).

2 대표적으로 본고에서 검토하는 한-미 FTA 노동챕터상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라는 표현이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무역에 대한 영향을 요구하는 
FTA 노동조항의 요건을 무역영향성 또는 무역영향성 요건이라고 통칭한다. 무역(/투자)영향성이라는 표현은 남궁준,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분석 – 이론, 역사, 제도 -”, 한국노동연구원(2019. 3), p.22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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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지 살핀다. 마지막으로, 미-과테말라 

노동분쟁의 패널 판정과 USMCA 노동조항

을 중심으로 무역영향성 요건의 의미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례와 장래의 논의 방향에 대하

여 검토한다.

Ⅱ. FTA에서 노동규범이 
등장한 배경

WTO 협정에서는 GATT 제20조상 교도

소 노동 상품(products of prison labor)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GATT 협정 위반의 일

반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3 노동 

문제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4 또

한, GATT 제20조를 포함한 WTO 협정의 

맥락에서 노동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분쟁 

사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5

ITO를 설립하기 위한 하바나 헌장

(Havana Charter)에서는 특히 수출품 생산

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노동조건이 국제교역

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회원국

들로 하여금 자국 영토 내에서 불공정한 노

동조건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였다.6 이에 비추어 보면, WTO 설립 

이전에도 이미 국내적인 노동정책이 국제무

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

3 GATT Article XX: General Exception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
(e) relating to the products of prison labour ....

4 다만, GATT 제20조의 사례와 같이 “통상분쟁절차에서 사회적 고려에 의한 무역, 경제적 조치가 원리상 적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며, 노동기준을 문제삼는 제소국측이 이에 근거하여 상대방 국가에 법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
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남궁준, “국제통상과 노동기준의 연계: 한-EU FTA노동조항 관련 분쟁의 맥락”, 「국제노동브리프」, 2019. 
4, p. 64 참조.

5 국내법상 노동규범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사례로는 Appellate Body Report, EC - Tariff Preferences, para. 182 참조(“Articles 
10 and 25 of the Regulation, which relate specifically to the Drug Arrangements, provide no mechanism under 
which additional beneficiaries may be added to the list of beneficiaries under the Drug Arrangements as 
designated in Annex I.  Nor does any of the other Articles of the Regulation point to the existence of such a 
mechanism with respect to the Drug Arrangements. Moreover, the European Communities acknowledged the 
absence of such a mechanism in response to our questioning at the oral hearing.  This contrasts with the position 
under the ‘special incentive arrangements for the protection of labour rights’ and the ‘special incentive 
arrangements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which are described in Article 8 of the Regulation.  The 
Regulation includes detailed provisions setting out the procedure and substantive criteria that apply to a request 
by a beneficiary under the general arrangements described in Article 7 of the Regulation (the ‘General 
Arrangements’) to become a beneficiary under either of those special incentive arrangements.”) 
다만 이 판정 역시 대상 조치의 내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노동권 보호 조건을 언급한 것일 뿐, 분쟁 당사국이 노동규범에 근거한 
공방을 벌인 사례로 보기 어렵다. WTO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WTO 웹사이트(https://www.wto.org/english/t
hewto_e/whatis_e/tif_e/bey5_e.htm, 2021. 2. 23 최종확인) 참조(“This issue was also indirectly mentioned in the 
Appellate Body Report (see para. 182) on the dispute initiated by India against the European Communities concern
ing the conditions for granting of tariff preferences to developing countries.”)

6 Havana Charter for an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Cuba, Nov. 21, 1947-Mar. 24, 1948, Article 7(Fair Labour 
Standards). The Members recognize that measures relating to employment must take fully into account the rights 
of workers under inter-governmental declarations, conventions and agreements. They recognize that all countries 
have a common interest in the achievement and maintenance of fair labour standards related to productivity, 
and thus in the improvement of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s productivity may permit. The Members 
recognize that unfair labour conditions, particularly in production for export, create difficulti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accordingly, each Member shall take whatever action may be appropriate and feasible to eliminate such 
conditions within its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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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적

으로 노동기준이 낮은 국가들의 수출품에 대

해 일종의 사회적 덤핑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여기는 견해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

다.7

WTO가 설립된 이후에는 노동기준이 낮

은 국가와의 교역 문제, WTO 체제 하에서 

노동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무

역제재 가능성의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노

동과 통상을 연계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

다.8 특히, ILO라는 노동 관련 국제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WTO에 노동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노동

규범을 다룰 수 있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질

문 역시 논의의 범위에 포함되었다.9 

이러한 논의의 결과, WTO는 1996년 싱

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결사

의 자유, 강제노역 금지, 아동의 노동 금지 

및 차별 금지 등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한다

는 일반 원칙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노동 기

준에 관한 협상 권한은 ILO에 있다고 천명

하여 노동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

로서 WTO가 가지는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

였다.10 또한, 위 각료회의에서는 핵심 노동

규범의 준수라는 개념이 저임금 등 낮은 노

동기준을 가지는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 보

호무역주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11

이후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노

동 문제가 언급되었으나 선진국들과 개도국

들 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별다른 합

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고,12 1996년 싱가

포르 각료회의에서 확인된 원칙들이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재확인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다.13 

이러한 다자체제에서의 논의는 결국 노동

규범이 단순히 노동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국

제무역 관계에서 경제적인 효과로 치환될 수 

있다는 오랜 인식을 보여준다. 비록 다자 차

원에서는 노동규범을 협정의 일부로 포함하

7 무역과 노동을 연계하는 관점의 역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남궁준,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분석 – 이론, 역사, 제도 -”, 한국노동
연구원(2019. 3), pp. 24-39 참조.

8 WTO 웹사이트(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bey5_e.htm, 2021. 2. 24 최종확인) 참조.

9 상동.

10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on 13 December 1996 (WT/MIN(96)/DEC), para. 4. (“We renew our 
commitment to the observance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e labour standard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s the competent body to set and deal with these standards, and we affirm our support for 
its work in promoting them. We believe that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fostered by increased trade 
and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se standards. We reject the use of labour 
standards for protectionist purposes, and agree that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countries, particularly 
low-wage developing countries, must in no way be put into question. In this regard, we note that the WTO 
and ILO Secretariats will continue their existing collaboration.”)

11 상동.

12 WTO 웹사이트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99_e/english/about_e/18lab_e.htm, 2021. 
2. 24 최종확인) 참조. 

13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on 14 November 2001 (WT/MIN(01)/DEC/1), para. 8 (“We reaffirm our 
declaration made at the Singapore Ministerial Conference regard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e labour 
standards. We take note of work under way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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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이러한 시도는 양자

간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을 통한 노동규범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도 평가되

고 있다.14 

Ⅲ. 무역영향성 요건의 검토

1. 무역영향성 요건의 기능 및 검토의 

필요성

FTA 차원에서 노동규범이 포함되기 시작

한 것 역시 최근의 일은 아니다. WTO를 비

롯한 다자체제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주도로 NAFTA 협정에

서 지역무역협정 최초의 구속력 있는 노동조

항이 포함되었고, 특히 미국, EU 등을 포함

하는 G7 국가들의 주도로 FTA에 노동조항

을 포함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15 

최근에는 CPTPP와 같이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수국간 FTA에도 노동규

범이 포함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 EU-중국

간 투자협정에서 보듯이, 주요국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시에도 노동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16

FTA는 WTO 협정과 같은 다자간의 규범

에 비하여 제한된 수의 당사국들이 개별적으

로 합의한 것이므로, 모든 FTA를 포괄하는 

일반론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FTA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와 

CPTPP, USMCA 등 노동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FTA들은 공통적으로 무역영향성

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당사국들이 이러한 규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기로 한 정확한 배경은 협상 당시의 

기록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나, 무역영향

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전통적으로 무역규범

의 일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노동 문제를 

무역협정에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국가가 국내적으로 

노동법을 집행하는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

되는 노동기준을 준수하는지의 문제는 전통

적인 관세조치나 수출입 제한조치 등과 달리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무역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조치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노동조항에서 무역영

향성을 요구함으로써 노동규범과 무역협정

을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는 FTA에서 규율할 수 있

는 의무의 범위가 무역영향성 요건을 통해 

명시적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LO 차원의 국제노동규범이 법적 강제의 수

단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보

1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Labor provisions in G7 trade agreements: a comparative perspective” (2019), 
pp. 12-1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abor Enforcement Issues in U.S. FTA” (updated August 23, 2019), 
p. 1.

15 ILO에 따르면, 2019년 중반을 기준으로 85개의 지역간 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캐나다, EU가 당사국인 협정의 경우 상당한 비율로 노동조항을 두고 있다. 상세 내용은 위 각주 14의 “Labor 
provisions in G7 trade agreements: a comparative perspective”, pp. 15-18 참조.

16 EU와 중국간 투자협정상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2021. 1. 24자 주벨기에 대사관 작성 정책자료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6/view.do?seq=1335408&srchFr=&amp%3BsrchTo=&amp%3Bsrc
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
mpany_cd=&amp%3Bcompany_nm=&page=1, 2021. 2. 23 최종확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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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FTA의 노동조항은 드물게 실효성 있는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국제법적인 수단이

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FTA의 노동조항

에 무역영향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무역관

계와 무관한 일반적인 노동규범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인

바, FTA 당사국들이 이러한 결과를 의도하

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FTA 차

원에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에 합의한 다수

의 국가들이 ILO에서 핵심협약 가입을 통해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

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17 

이렇게 보면, FTA 당사국들은 엄격하게 무

역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과 관

련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고, 따라서 

무역영향성은 당사국간 합의의 범위를 나타

내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

해보면, 무역영향성은 제소국이 승소하기 위

해 성공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요건으로 기능한다.18 특히 무역영향성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례가 축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적

으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아래

에서 보는 미-과테말라간 노동분쟁에서는, 

피소국 과테말라가 국내적으로 노동법 집행

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테말

라측 조치가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에 실패한 것이 

제소국의 주요 패소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분쟁에 

있어 무역영향성 요건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

을 가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USMCA가 체결됨에 따라 멕

시코를 상대로 하는 무역분쟁을 제기하려는 

의사를 피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드시 미-과테말라간 분

쟁처럼 패널 절차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협정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

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그간 국내적으로 약 20건의 신청(peti-

tion)이 제기되어 미 노동부가 이에 대해 검

토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관련하여 상대국

과의 합의(ministerial or informal agree-

ment)를 체결하였다.19 캐나다와 멕시코 역

시 미국에 대해서 NAFTA의 맥락에서 노동 

문제를 다수 제기하였다.20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체

결 FTA 중 노동챕터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FTA에서는 관련 조치가 무역에 영향을 미쳐

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향후 협정의 해석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 대

비하여 무역영향성 요건의 의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요 FTA에서 노동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른 만큼, 분쟁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향후 협상 기회에 대비

17 예를 들어 FTA 노동조항의 강력한 집행을 지지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경우, ILO 핵심협약 8개 중 2개만을 비준하였다. ILO 
웹사이트(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0011:15565381678364::::P10011_DISPLAY_BY:2, 
2021. 2. 25. 최종확인) 참조.

18 다만 이하에서 보듯이 USMCA는 예외적으로 무역영향성이 추정된다고 하면서, 그 입증책임을 피소국에게 전환하였다.

1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abor Enforcement Issues in U.S. FTA” (updated August 23, 2019), pp. 1-2. 

20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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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검토는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상 무역영향성 

요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FTA의 상

당수가 노동챕터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챕터

를 협정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과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가 무역에 영향을 미쳐

야 한다거나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발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21 

먼저 대표적으로 한-미 FTA를 살펴보면,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22 및 역진 금지,23 노

동법의 적용 및 집행24에 관한 조항에서 협

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조치가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으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

vestment between the Parties)” 이루어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역영향

성을 관련 의무 위반을 구성하기 위한 실체

적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거의 유사한 문구는 우리나라의 다른 

기체결 FTA에서도 발견된다. 한-중미,25 한

-호주,26 한-뉴질랜드,27 한-콜롬비아28 및 

21 아래에서 설명하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는 한글본을 정본 중 하나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래에서 분석할 CAFTA-DR 및 
USMCA 등 다른 협정과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협정 영문본의 관련 조항을 우선적으로 소개한다.

22 Article 19.2.1. Each Party shall adopt and maintain in its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practices thereunder, 
the following rights, as stated i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1998) (ILO Declaration): .... 
Footnote 2 to Article 19.2.1. To establish a violation of an obligation under Article 19.2.1 a Party must 
demonstrate that the other Party has failed to adopt or maintain a statute, regulation, or practice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23 Article 19.2.2. Neither Party shall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statutes or regulations implementing paragraph 1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waiver or derog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a fundamental right set out in that 
paragraph.

24 Article 19.3.1.(a). Neither Party shall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r laws, including those it adopts or 
maintai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2.1,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25 Article 16.2.3. The Parties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their labor laws, including those they adopt or 
maintai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ent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
Article 16.2.4. Neither Party shall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laws or regulations implementing paragraph 1,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waiver and derog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1.

26 Article 17.3. Neither Party shall fail to enforce its labour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a) those it adopts or 
maintai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b) those adopted to implement ILO instruments that it has 
ratified,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
Article 17.4.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it does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labour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practices in a manner that weakens 
or reduces adherence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s an encouragement 
for trade with the other Party, or as an encouragement for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or retention 
of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27 Article 15.2.3. The Parties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their labour laws, including those they adopt or 
maintai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ent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
Article 15.2.4. Neither Party shall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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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29 FTA 등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서

는 노동법의 집행 및 역진 금지에 관한 조항 

등과 관련하여 한-미 FTA와 동일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한-페루 FTA에서도 거의 동

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substantially)” 무역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

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

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30 

반면, 한-EU FTA는 한-미 FTA 유형과 

달리 협정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기 위한 실

체적 요건이라기보다는 조치가 노동챕터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선결적인 요

건으로서 무역영향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다. 즉, 동 협정 제13.2.1조에서는 달리 규

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챕터

가 노동 또는 환경의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

을 주는 조치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31 

한편, 한-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앞서 살

핀 한-미 또는 한-EU FTA와는 다소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협정에서는 노동권 보

장 및 역진 금지, 노동법의 집행 조항과 관

련하여,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in a matter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협정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

을 제소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32 

즉, 한-캐나다 FTA에서는 협정 위반의 성립 

from, its laws or regulations implementing paragraph 1,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waiver or derog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1.

28 Article 16.7.2. Despite each Party’s sovereign right to establish its own labor legislation and national priorities, 
and to establish, manage, and enforce its own labor laws and regulations, each Party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r law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29 Article 13.7.1. A Party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environmental and labour law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3.7.2. A Party shall not weaken or reduce the environmental or labour protections afforded in its laws 
to encourage trade or investment, by waiving or otherwise derogating from, or offering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laws, regulations or standards,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30 Article 18.2.1. A Party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r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ose it adopts 
or maintai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1,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substantially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8.2.2. The Parties shall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their laws or regulations implementing Article 18.1, in a manner substantially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waiver or derog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as stated in the 
ILO Declaration.

31 Article 13.2.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this Chapter applies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ies affecting trade-related aspects of labour and environmental issues in the context of 
Articles 13.1.1 and 13.1.2. 

32 Article 18.2 (“Affirming full respect for each Party’s Constitution and labour law and recognising the right of 
each Party to establish its own labour standards in its territory, adopt or modify accordingly its labour law, and 
set its priorities in the execution of its labour policie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labour law embodies 
and provides protection for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following internationally recognised labour rights ....”) 
및 footnote 1 (“To establish a violation of an obligation under this Article, a Party must demonstrate that the 
other Party has failed to ensure its labour law embodies and provides protection for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ly-recognised labour right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in a matter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Article 18.3. A Party shall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that Party’s labour law implementing Article 18.2 in a matter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if the waiver or 
derog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rights set out in that Article.
Article 18.4 (“1. Each Party shall effectively enforce its labour law through appropriate government action ....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give due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FTA 노동조항에서의 “무역영향성(affecting trade)” 요건 검토   89

요건과 입증책임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

다. 또한, 동 협정 제18.14조의 각주4에서는 

사안이 무역 또는 투자에 관련된 실질을 가

진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상 검토패널(re-

view panel)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하고 있다.33

이상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

라가 체결한 FTA 중 다수는 한-미 FTA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역영향성 개념을 포섭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무역영향성이 명

시된 협정상의 특정한 의무가 위반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당사국의 조치가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수

의 FTA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이 체결한 CAFTA-DR, USMCA 등의 

FTA와, 미국이 협상에 참여하였던 CPTPP

(구 TPP) 등의 메가 FTA에도 동일한 문구가 

반영되어 있다.34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노

동조항에 기초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요

건에 대한 해석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체결 FTA에 대

한 추가 협상이나 신규 FTA 협상에 대비하

더라도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구가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숙고할 필요

가 있다. 

위와 동일한 문구가 CAFTA-DR 하 미-

과테말라 간에 발생한 최초의 FTA 노동분쟁

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해석된 바 있으므

로, 이하에서는 우선 해당 패널 판정의 내용

을 살핀다. 또한, 최근 체결된 USMCA에서 

무역영향성에 관하여 같은 문구를 포함하면

서 협정 본문에 그 판단 기준을 명시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3. 무역영향성 요건의 해석

가. CAFTA-DR 미-과테말라간 노동분쟁

미-과테말라 노동분쟁은, 미국이 2011. 

8. 과테말라에 대하여 CAFTA-DR상의 노동

법 집행 의무 위반을 근거로 동 협정상 패널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본격화되어 2017. 6. 

최종 패널 판정이 공개되었다.35

위 분쟁에서 문제되었던 CAFTA-DR 제

16.2.1(a)조에서는, 앞서 본 한-미 FTA에서

domestic law, to a request by an employer, employee or their representatives, or another interested person, 
for an investigation of an alleged violation of the Party’s labour law.”) 및 footnote 2 (“To establish a violation 
under this Article, a Party must demonstrate that the other Party has failed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ur 
law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tter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and that the matter of dispute is covered by mutually-recognised labour law.”)  

33 Footnote 4 to Article 18.14. A Party should resort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rticle only in cases with 
merit that are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34 CAFTA-DR Article 16.2.1(a), USMCA footnote 4 to Article 23.3, Articles 23.4, 23.5.1, 23.7, CPTPP footnote 4 
to Article 19.3, Articles 19.4, 19.5.1 등 참조.

35 USTR 웹사이트
(https://ustr.gov/issue-areas/labor/bilateral-and-regional-trade-agreements/guatemala-submission-under-caf
ta-dr, 2021. 2. 22 최종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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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게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

치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

지 못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

다.36 미국은 과테말라가 자국 내에서 노동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위 조항에 

따른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쟁

을 제기하였는데, 양 당사국은 과테말라의 

관련 조치가 위 제16.2.1(a)조에서 말하는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방

을 벌였다. 

미국은 위 문구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협정 당사국간 경쟁의 조

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포함하여 국경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

다.37 또한 미국은, 협정상 의무 위반이 무역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경제학적인 

분석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입

증책임을 완화하려 하였다.38 반면 과테말라

는 위 문구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당사

국의 조치와 무역 효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며, 제16.2.1(a)조는 해당 조치가 당

사국간의 무역에 대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박하였

다.39

이에 대하여 패널은 무역영향성에 대한 판

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과테말라측 조치가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

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패널은 제16.2.1(a)조에서 무역에 영

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당사국의 조치가 무역

에서의 경쟁을 유리하게 하는 경우(“com-

petitive advantage”)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40 이를 가격이나 물량 등의 무역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로만 좁게 해석해서

는 안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41 

36 Article 16.2.1(a). A Party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r law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7 Panel Report, In the Matter of Guatemala – Issues Relating to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16.2.1(a) of the 
CAFTA-DR (June 14, 2017) (이하 사건명 생략), para. 155 (“In light of all this, the United States submits that ‘in 
a manner affecting trade’ means ‘that has a bearing on, influences or changes cross-border economic activity, 
including by influencing conditions of competition within and among CAFTA-DR Parties.’”)

38 Panel Report, para. 156 (“The United States also contends that an econometric analysis of the effects on trade 
of a failure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is not required by the text, context or object and purpose of the 
CAFTA-DR.”).

39 Panel Report, para. 157 (“... Guatemala submits that therefore there must be a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between a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and a trade effect, and that Article 16.2.1(a) requires an ‘unambiguous 
showing that the challenged conduct has an effect on trade between the Parties.’”)

40 Panel Report, para. 175 (“Treating a failure to enforce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that confers some competitive advantage in trade as ‘affecting trad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6.2.1(a) is 
thus consistent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rm ‘affecting’ in the context of the Article, a coherent account 
of how Article 16.2.1(a) serves the objectives of the Agreement, and the focus of the Agreement’s objectives 
and obligations on trade.”)

41 Panel Report, para. 176 (“By contrast, for reasons elaborated below, limiting the ambit of Article 16.2.1(a) to 
failures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that produced effects on prices or quantities sold in international trade 
would exclude certain failures to enforce in a way that would not be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s objectives. 
Further, it would often make proof of trade effects practically impossible. Such outcomes would be in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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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패널은 관련 조치가 경쟁관계에서 사

용자를 유리하게 한다는 점을 제소국이 입증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42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

다.43 먼저 패널은, 모든 노동법 집행의 실패 

사례가 경쟁상 우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

며, 예컨대 무역 효과가 지나치게 단기간에 

발생하거나 국지적인 경우, 또는 그 효과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경쟁에서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

였다.44 또한 패널은, 협정상 의무 위반의 가

능한 결과(“likely consequences”) 등을 바

탕으로 경쟁상 우위를 추론할 수 있다는 취

지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며,45 동 분쟁에서 

경쟁상 우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비용 기타 

무역 효과를 정확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하지

는 않았다고도 하였다.46 

이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패널은 과테말라

측 조치가 사용자에게 경쟁상 우위를 발생시

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47

나. USMCA의 규정 사례

위 패널 판정 이후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in a manner af-

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라는 

문구에 대하여 다른 국제분쟁에서 판정이 이

루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48 

다만, 이후 미국의 주도로 체결된 USMCA 

에서는 지금까지 체결된 무역협정 중 가장 

with the specific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16.1, the resolution in the Preamble to protect basic a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rights, and the Agreement objective in Article 1.2.1(c) to “promote fair conditions 
of competition.”)

42 Panel Report, para. 191 (“We turn now to the question of what must be shown by a complaining Party to establish 
that such a failure to effectively enforce confers a competitive advantage on a participant or participants in trade 
between the Parties and thus is in a manner affecting trade.”)

43 Panel Report, para. 192 (“Whether any given failure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affects conditions of 
competition by creating a competitive advantage is a question of fact. We return to the question of how a 
complaining Party may prove such advantage in the context of considering the particular facts of this case in 
Part IV below. For now we confine ourselves to the following observations that bear on our analysis of the 
evidence in the record of this proceeding.”)

44 Panel Report, para. 193 (“First, a competitive advantage does not necessarily result from every failure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While we ordinarily would expect a failure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to 
have some effect on employer costs, such effects may in some cases be too brief, too localized or too small 
to confer a competitive advantage. A failure to enforce labor laws, even when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may, for example, affect only a small number of workers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us may not be sufficient to confer a competitive advantage to an employer or employers engaged 
in trade.”)

45 Panel Report, para. 194 (“Second, in considering the evidence in the record of this proceeding, we determined 
that proof of competitive advantage did not require evidence drawn from employer records. We considered that 
for a given set of facts, competitive advantage may be inferred on the basis of likely consequences of a failure 
or of failures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or other aspects of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46 Panel Report, para. 195 (“Third, on the record before us, proving competitive advantage did not require proof 
of cost or other effects with any particular degree of precision. We considered that we need only determine 
that a competitive advantage has accrued to a relevant employer to find that there is an effect on conditions 
of competition. We did not need to determine the precise extent of that advantage.”)

47 Panel Report, p. 71 이하 참조.

48 지난 2021. 1. 한-EU FTA 노동챕터와 관련하여 EU측이 제기한 분쟁에 대한 패널 판정이 제출되었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EU FTA는 무역영향성에 대한 규정 방식이 한-미 FTA와 다르므로,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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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노동규범을 규정하면서,49 특히 무역

영향성의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을 최초로 협

정 본문에 명시하는 시도를 하였다. 미국은 

앞서 본 미-과테말라간 노동분쟁에서 무역영

향성과 관련하여 패소하였으므로, 무역영향

성의 의미를 사전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USMCA

에서는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50 역진 금

지,51 노동법 집행52 및 노동권 행사에 대한 

폭력행위의 처리53 등 여러 의무에 대한 위

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조치가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당

사국의 조치가 (i) 당사국간에 교역이 이루어

지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공

급하는 자 또는 산업, 또는 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당사국 영역 내에 투자를 가지고 있

는 자 또는 산업에 관한 것이거나(“a per-

son or industry that produces a good 

or supplies a service traded between 

the Parties or has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that has failed to 

comply with this obligation”), 또는 (ii)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당사국의 

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

비스를 공급하는 자 또는 산업에 관한 것인 

경우(“a person or industry that pro-

duces a good or supplies a service 

that competes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ith a good or a service of an-

other Party”)에 무역영향성이 인정된다.54

49 USTR은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 가운데 USMCA가 가장 강력하면서도 포괄적인 노동규범을 포함하고 있다고 
자평하였다. USTR, USMCA Factsheet: Labor 참조(“The United States, Mexico, and Canada have agreed to a labor 
chapter in the USMCA that includes the strongest, most advanced, and most comprehensive set of labor 
obligations of any U.S. trade agreement.”) 

50 Article 23.3.1. Each Party shall adopt and maintain in its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practices thereunder, 
the following rights, as stated in the ILO Declaration on Rights at Work .... 
2. Each Party shall adopt and maintain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practices thereunder, governing acceptable 
conditions of work with respect to minimum wages, hours of work,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51 Article 23.4. The Parties recogniz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encourage trade or investment by weakening or 
reducing the protections afforded in each Party’s labor laws. Accordingly, no Party shall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statutes or regulations: 
(a) implementing Article 23.3.1 (Labor Rights), if the waiver or derog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a right 
set out in that paragraph; or (b) implementing Article 23.3.1 or Article 23.3.2 (Labor Rights), if the waiver or 
derogation would weaken or reduce adherence to a right set out in Article 23.3.1 (Labor Rights), or to a condition 
of work referred to in Article 23.3.2 (Labor Rights), in a special trade or customs area, such as an export 
processing zone or foreign trade zone, in the Party’s territory;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52 Article 23.5.1. No Party shall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r law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53 Article 23.7. The Parties recognize that workers and labor organizations must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s set 
out in Article 23.3 (Labor Rights) in a climate that is free from violence, threats, and intimidation, and the 
imperative of governments to effectively address incidents of violence, threats, and intimidation against workers. 
Accordingly, no Party shall fail to address cases of violence or threats of violence against workers, directly related 
to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the rights set out in Article 23.3 (Labor Right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54 Footnote 4 to Article 23.3.1 (“To establish a violation of an obligation under paragraphs 1 or 2, a Party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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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과테말라 분쟁에서 패널이 제시

한 판단 기준과 달리, 사실상 당사국 간에 

교역관계나 경쟁관계만 존재하면 관련 조치

가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해

된다. 

나아가, 동 협정은 분쟁해결의 목적상 패

널은 피소국이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협

정상 의무 위반이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

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을 추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입증책임

을 피소국에게로 전환시키고 있다.55 일반적

으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국제분쟁에서도 확

립된 원칙이며,56 국제협정상 협정 본문에서 

직접 특정 요건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USMCA의 규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검토

위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분쟁에서 무역

영향성은 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

점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

과테말라 패널 판정이 협정 문언상 불가피한 

해석이었다 하더라도 (무역영향성 요건으로 

인해 결국 노동법 집행의 실패를 규율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의(social justice)를 실현함에 있어 FTA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난다고 평가하기도 하였

다.57 

무역영향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점은 

아직 축적된 해석례에 따른 판단 기준이 없

다는 점과, 실제 분쟁에서 제소국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판단의 기준

우선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보면, 미-과테

말라 패널이 “경쟁상 우위(competitive ad-

vantage)”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였으

나, 구체적인 평가시의 고려 요소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예를 들어 패널은 미국의 주장과 마찬가

지로 반드시 가격이나 물량 측면에서 측정 

가능한 무역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

니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과테말라측 조

demonstrate that the other Party has failed to adopt or maintain a statute, regulation, or practice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For greater certainty, a failure is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if it involves: (i) a person or industry that produces a good or supplies a 
service traded between the Parties or has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that has failed to comply 
with this obligation; or (ii) a person or industry that produces a good or supplies a service that competes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ith a good or a service of another Party.”) Footnote 8 to Article 23.4, Footnote 11 to 
Article 23.5 및 footnote 13 to Article 23.7도 같은 취지.

55 Footnote 5 to Article 23.3.1 (“For purposes of dispute settlement, a panel shall presume that a failure is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unless the responding Party demonstrates 
otherwise.”) Footnote 9 to Article 23.4, Footnote 12 to Article 23.5 및 Footnote 14 to Article 23.7도 동일.

56 Appellate Body Report, US – Wool Shirts and Blouses, p. 14 (“... it is a generally-accepted canon of evidence 
in civil law, common law and, in fact, most jurisdictions, that the burden of proof rests upon the party, whether 
complaining or defending, who asserts the affirmative of a particular claim or defence. If that party adduces 
evidence sufficient to raise a presumption that what is claimed is true, the burden then shifts to the other party, 
who will fail unless it adduces sufficient evidence to rebut the presumption.“)

57 Philip Paiement, “Leveraging Trade Agreements for Labor Law Enforcement: Drawing Lessons from the US- 
Guatemala CAFTA Dispute”,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9, p.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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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측 주장을 

기각하였는데, 이처럼 무역영향성을 입증하

기 위해 경제적·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역 효과를 입

증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

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패널은 

노동법 집행의 실패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 또는 다른 전반적 사실관계를 통

해 경쟁상 우위를 추론할 수 있다(“com-

petitive advantage may be inferred on 

the basis of likely consequences of a 

failure or of failures to effectively en-

force labor laws, or other aspects of 

the totality of circumstance”)고 하였는

데, 여기에서 말하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likely consequences)”가 무엇인지,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곧 실증

적인 입증 없이 정황증거 또는 경험칙만으로

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의 의문은 여

전히 남는다.

한편 USMCA의 규정은 위와 같은 패널 

판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동 분쟁에서 

미국이 제출한 주장에 기초하면서도 한층 더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동 분쟁에

서 “affecting trade”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관련 조치가 경쟁관계에 영향

을 준다면 반드시 식별할 수 있는 무역 효과

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

고,58 제소국이 사용자측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무역 효

과를 입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였다.59 USMCA 노동챕터에서 교역관계

나 경쟁관계의 존재만으로 무역영향성을 곧

바로 인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존재가 추

정되도록 한 것은 미-과테말라 패널 절차에

서 미국이 제출한 이같은 입장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위 규정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입증책임

을 피소국에게 전환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일 

뿐 아니라, “affecting trade”라는 문구에서 

핵심적인 “affecting”의 의미가 간단하게 추

정되어 제소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례로 받아들여

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제1.1조에서는 “이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영

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t]his agreement applies to measures 

by Members affecting trade in serv-

ices)”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USMCA의 무역영향성 요건과 규정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affecting trade”라는 GATS 제1.1조의 문

구를 해석하면서 (i) GATS 제1.2조 소정의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이 존재하

는지, 그리고 (ii) 해당 조치가 그러한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지(affects)” 두 가지 

58 Panel Report, para. 161 (“The United States further pointed out that where in such cases a measure affects 
conditions of competition it does not matter that the measure has not resulted in observable trade effects.”)

59 Panel Report, para. 161 (“Finally, the United States contended that demonstrating actual trade effects is not 
reasonable or feasible in the context of labor disputes under the CAFTA-DR. It pointed out that it does not 
have access to the internal books and records of Guatemalan companies, and that therefore, in its view, even 
if it were possible to identify a reduction in the price of a good it would be impossible to show that it was 
due to a failure to enforce Guatemala’s labo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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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60 또한, 동

조에서 무역영향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서비스를 

공급하는지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61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역관계나 경쟁관계의 존재만으

로 무역영향성을 추정하는 USMCA의 규정

은 “affecting”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의미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보인다.

(2) 입증의 책임

이 같은 판단 기준의 문제 외에도, 입증에 

관한 문제 역시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미-과테말라 

패널은 무역영향성과 관련하여 실증적인 무

역 효과의 입증을 요구할 경우 노동조항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

었고,62 따라서 입증의 정도 역시 아주 엄격

하게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63 그

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영향성을 입증하는 데

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노동규범의 성격에

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대다수 FTA 노동

조항을 살펴보면 무역영향성을 요구하는 의

무 중에는 그 위반으로 인한 효과를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계량화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

어 노동법의 국내적 집행에 실패한 경우, 해

당 노동법이 최저임금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곧 사용자의 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서 그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무역 효

과가 비교적 용이하게 추적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반면, 노동법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

과를 뚜렷하게 입증하기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 

60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Autos, para. 155(“[W]e believe that at least two key legal issues must be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a measure is one ‘affecting trade in services’: first, whether there is 'trade 
in services' in the sense of Article I:2; and, second, whether the measure in issue ‘affects’ such trade in servic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I:1.”)

61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Autos, paras. 164-166 (“... [T]he Panel … never examined whether or how 
the import duty exemption affects wholesale trade service suppliers in their capacity as service suppliers. Rather, 
the Panel simply stated: ‘Like the measures at issue in the EC – Bananas III case, the import duty exemption 
granted only to manufacturer beneficiaries bears upon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the supply of distribution 
services, regardless of whether it directly governs or indirectly affects the supply of such services. (emphasis 
added)’ We do not consider this statement of the Panel to be a sufficient basis for a legal finding that the 
import duty exemption ‘affects’ wholesale trade services of motor vehicles as services, or wholesale trade 
service suppliers in their capacity as service suppliers. ... It also failed to articulate what it understood Article 
I:1 to require by the use of the term ‘affecting’. Having interpreted Article I:1, the Panel should then have 
examined all the relevant facts, including who supplies wholesale trade services of motor vehicles through 
commercial presence in Canada, and how such services are supplied. It is not enough to make assumptions. 
Finally, the Panel should have applied its interpretation of ‘affecting trade in services’ to the facts it should have 
found.”)

62 Panel Report, paras. 177-179 (“A failure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will not necessarily result in lower 
prices or altered trade flows. ... Excluding failures to effectively enforce from the scope of Article 16.2.1(a) simply 
because such failures do not directly and obviously result in changes in the volume or price of traded goods 
would be to ignore important ways in which failures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may be ‘in a manner 
affecting trade.’ ... A  requirement of proof of trade flow distortions would have similar consequences. ...”)

63 위 각주 48의 Panel Report, para.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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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정량적인 기준으로만 무역영향성을 

판단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정성적인 차원

에서의 입증 역시 가능할 것이나, 그 경우에

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려 요소를 통해서 어

느 정도의 영향성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기준

이 더욱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무역영향성이라는 요건의 성

격상 증거 수집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된

다. 미-과테말라 분쟁에서 미국이 주장한 바

와 같이, 무역영향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

한 자료의 상당수를 사용자측이 보유하고 있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동

권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한 사용자측의 비

용 절감이나 유무형의 이익과 같이 경쟁상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은 상당수가 

그 성격상 비공개 자료에 해당할 것이다. 미

-과테말라 분쟁의 패널은 사용자로부터만 얻

을 수 있는 정보는 불필요하고, 다른 증거들

을 통해 무역영향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취

지로 판단하였으나, 다른 분쟁에서도 제한된 

공개정보만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지, 

그리고 제소국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판

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 문제 해결 방안의 모색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

후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무역영향성에 대한 

판단 사례가 축적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으

나, 이는 단기간 내에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설령 분쟁을 통한 판단 

사례가 축적된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선례구

속의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서로 

다른 당사국간에 체결한 FTA에서 다른 FTA

의 해석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선례는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기능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분쟁 중 다수가 

USMCA에 기반한 분쟁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 앞서 살핀 USMCA 노동규정의 특수성으

로 인해 관련 분쟁에서의 해석 사례를 다른 

FTA의 해석을 위해 참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분쟁 발생 전 당사국간에 미리 

협정에 무역영향성에 대한 핵심적인 판단 기

준이나 고려 요소를 명시해두는 방안도 고려

해봄직하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투자챕터

를 포함한 투자협정에는 내국민대우 등 비차

별의무와 관련하여 “동종상황(like circum-

stances)”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그 해석이 분쟁의 쟁점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개정 한-미 FTA에서는 문제

된 조치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한 

대우인지를 동종상황의 핵심적인 판단 요소

로 명시하였다.64 앞서 살핀 USMCA의 노동

챕터 역시 대표적으로 협정문에 법적 요건의 

판단 기준을 명시해둔 사례이다.

또한, 구체적인 관련 행위 유형을 예시해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품

무역에 관한 투자조치를 규율하는 WTO 

TRIMS 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 의무 등 비

차별의무를 협정 본문에 규정하면서 부속서

64 한-미 FTA 개정의정서, 문단 4.가. 제11.3조에서, 그 조의 제목 “내국민 대우” 뒤에 다음의 각주를 삽입한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에서 부여되는 대우인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투자자들 간 또는 투자들 간을 구별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 상황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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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비차별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65 또한 한-미 FTA 

투자챕터의 부속서에서는 수용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소 내지 핵심적인 판

단 기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예시적인 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66 이와 

같이 당사국이 사전에 무역영향성이 있는 조

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해둔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

을 때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

라 당사국간 견해의 차이를 사전에 조율함으

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협정을 운영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입증 문제와 관련하

여 분쟁해결절차 내에 별도의 증거수집 절차

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상대

방 국가에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협정상 

의무 위반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부정

적 영향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67 이는 보조금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중 다수가 제소국이 공개적인 출처를 

통해 구하기 어려운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절

차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노동분쟁에서 

무역영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역시 성격상 제소국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의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증거개시(discov-

ery) 절차나 패널의 증거수집 권한을 규정하

고 있지 않으므로, WTO 보조금협정의 

Annex V 절차와 같은 절차를 사전에 정해

두거나 FTA 모범중재규칙 등과 같은 형태로 

향후 증거수집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

의 절차모델을 합의해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 분쟁이 개시된 이후 당사국간

에 절차규칙에 합의하면서 증거수집 절차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분쟁이 개시된 

이후에는 절차에 관하여 당사국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현

실적인 한계가 있어보인다.

Ⅳ. 마치는 말

본고에서는 주요 FTA상 노동조항과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

해 보았다. 특히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 

FTA에 포함된 “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점 및 해결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당사국 간에 FTA 

노동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의 문제가 발

생한 사례가 많지 않은 탓에, 무역영향성 요

건에 대해서는 그 이론적·실무적 중요성에 

비해 많은 해석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노동규범은 오래 전부터 

통상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인 국제통상 분야의 일부로 포섭되지

65 TRIMS 협정의 Annex (Illustrative List) 참조.

66 한-미 FTA 부속서 11-나 참조.

67 WTO 보조금협정의 Annex 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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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하였으므로, 국제통상 규범에 있어 가

장 풍부하고 권위 있는 해석례를 제시하고 

있는 WTO 규범을 참고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인다. 

노동조항은 다른 분야에 비해 FTA에 포

함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아직 관

련 법리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 노동

규범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등

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상 노동조

항의 원만한 집행을 위하여 국내적인 제도 

역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이나 EU

가 체결한 FTA를 포함하여 추후 다른 FTA

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논의에 대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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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requirement 
of “affecting trade” in labour 
provisions of FTA Hye Soo Kim

Lee & Ko
(hyesoo.kim@leeko.com)

The decades-long effort to incorporate labour issues into the international trade has failed to 

result in a tangible outcome in multilateral level including the WTO. Despite this failure, the 

labour is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 in a number of major bilateral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such as USMCA, CPTPP and the recent EU - China investment agreement. 

A growing trend of labour dispute following the U.S. – Guatemala case also reflects this 

importance.

Addressing labour issu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requires a linkage between the 

two areas. In this respect, most FTAs containing labour chapter include a requirement that 

trad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should be affected by the labour measure at issue in 

some way.

Even though the specific expression of this requirement may differ among agreements, it is 

often found that labour measures c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nly if they are 

“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Similar expressions can be found in most 

of Korea’s FTAs, USMCA and CPTPP.

As stated above, this requirement serves as a linkage between trade and labour. Also, it 

limits the boundary of the parties’ obligation within trade agreement, and therefore, 

constitutes a legal requirement to find inconsistency with the agreement.

Despite its important role, the meaning of “affecting trade” has not been fully established to 

date. Even though it was first examined in the U.S. - Guatemala dispute and later 

incorporated into the text of USMCA, there are still unresolved issues. For example, there is 

no common criterion to find whether a measure is “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While the panel in the U.S. - Guatemala dispute set out a test that the alleged 

violation should cause “competitive advantage”, USMCA only requires the existence of trade 

or competitive relationship and excludes the core of the panel’s test. Other practical issu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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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remain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difficulty of 

gathering relevant information and proving that a measure is actually imposed in a manner 

affecting trade. 

Given the growing reliance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for labour issues, jurisprudence 

in this area would be expected to accumulate in the future. To improve and clarify the labour 

provisions, parties to the FTAs may seek an agreed interpretation or a legal test of the 

“affecting trade” requirement. A procedure for document collection such as Annex V in the 

WTO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Agreement may also be considered.

Keywords : FTA, labour, affecting trade, labour and trade, labour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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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상 원가회복의 
의미와 미국 관행의 
불합치성 연구

심종선

KPMG삼정회계법인 회계사
(jongseonshim@kr.kpmg.com)

완전한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WTO는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그 목적달성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반덤핑과 상계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라는 무역구제제도를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구제조치는 자칫 보호

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그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들을 협정문 곳곳에 배치함으로

써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자 하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를 수행함에 있어 원가회복 테스

트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반덤핑법에서 원가회복 테스트가 필수적인 요소임은 인정하면서

도 그 적용의 범위를 기간별 원가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모든 경우에 원가회복 테스트를 수행하여

야 한다는 분쟁해결기구의 해석과 다른 관행을 보이고 있다. 원가회복테스트를 규정한 미국의 법과 관행은 

WTO반덤핑협정에의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내용을 미 조사당국, 미 법원, 

WTO분쟁해결기구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가회복테스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원가미만판매테스트, 원가회복테스트, 정상가치, 덤핑마진, 반덤핑, 통상적인상거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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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의 원가미만판매테스트 관행과 WTO불합치성

1. 미국의 법률

2. 미국의 관행

Ⅳ. 결론

법무



102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1호 (통권 제1호)

Ⅰ. 서론

20세기 이전에는 각 국가들이 경제정책을 

취함에 있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가 각기 큰 조류를 형성하며 대립하고 있었

다. 이미 상당한 산업발전을 이룬 영국과 프

랑스는 자유무역을 지지하였으며, 미국과 독

일은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였다. 20세기 

초까지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장벽을 설치하였

으며, 동시에 자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2차 세계대전

을 통해 산업화와 거대 자본의 축적에 성공

한 미국은 과잉생산된 물품의 수출과 비축된 

자본의 해외투자를 통해 경제력을 증대시키

고자 자유무역을 주창하기 시작하였고, 서방 

열강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경제를 재건하

기 위해 미국의 자본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

에 미국의 자유주의 정책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1 1947년 체결된 

GATT는 이러한 미국의 자유주의 정책에 따

라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무역에 대한 관세장벽

과 비관세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목표로 기존

의 무역장벽들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으로써 과거 GATT의 정신을 계승하기로 합

의하였다. 하지만 점진적 폐지라 하더라도, 

다양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

을 보호할 수 있었던 과거에 반해, 세 가지 

수입규제 즉,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

프가드만으로 비관세장벽을 제한한 것은 보

호무역을 옹호하는 국가들의 가입을 꺼리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이들 수입규제와 관련

된 협정들은 각국의 재량권을 대거 허용하면

서 동시에 관세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두게 되었다.

본고는 수입규제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반덤핑협정에서 관세율을 인상시킬 수 있도

록 마련한 구조적 장치 중 하나인 ‘원가 미

만 판매 테스트’에 관한 WTO협정과 분쟁해

결사례를 다룬다. ‘원가 미만 판매 테스트’는 

덤핑마진2을 인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기

법으로 대부분의 WTO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큰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

도록 ‘원가 미만 판매 테스트’에 덧붙여 둔 

안전장치인 ‘원가회복 테스트’를 함께 다룬

다. 회계학적 관점에서 반덤핑협정상 ‘원가

회복’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경영과 경제, 

그리고 기업의 실질을 법이라는 형식에 담기 

위한 노력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

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관행을 대조해봄으

로써 WTO협정과 불합치되는 부분들을 제

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시 존재했던 장벽을 다소나마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 김대순 외(2006), 1-4

2 덤핑마진(율)과 반덤핑관세(율)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개념이다. 덤핑마진은 조사당국이 반덤핑관세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
서 계산해내는 일종의 중간 결과물 개념이고, 반덤핑관세는 실제 과세당국이 수입시에 부과하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이다. 최소부과원
칙의 적용 여부, 수출보조금의 존재 여부에 따라 반덤핑관세는 덤핑마진과 달라질 수 있으나, 이후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덤핑마진율과 반덤핑관세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덤핑마진(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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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가미만판매테스트와 
원가회복테스트

1. 덤핑마진과 원가미만판매테스트의 

기능

덤핑마진은 정상가치에서 수출가격을 차

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덤핑마진을 인상시

키기 위한 장치란, 정상가치를 높이거나 수

출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반덤핑협정에서 규

정한 것을 말한다. 기업의 실제 판매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출가격(Export Price)’

과는 달리, ‘정상가치(Normal Value)’는 그 

용어에서도 보이듯이 정상성(Ordinary 

Course of Trade) 여부를 판단하여 비정상

적인 거래를 제외시킨 가격3을 의미한다. 정

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가 미만 판매 테스트’

이다. 반덤핑협정은 정상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4 ‘원가 미

만 판매 테스트’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규

정한 몇 안되는 규정5 중 하나라는 점에서 

대부분6의 WTO회원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원가 미만 판매 테스트’란 (가)내수 판매 

거래 중 원가 미만으로 판매한 거래를 비정

상적인 것으로 보아 정상가치 계산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덤핑협정 2.2.1조에

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판매가격과 비교되

는 원가란 제품제조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판매를 위한 비용과 일반관

리비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덤핑마진을 계

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상가치는 반덤핑협

정 2.4.2조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데, 이 때 원가 미만으로 판매된 낮은 가격

의 거래가 가중평균시 제외됨으로써 정상가

치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그 결과, ‘원가 

미만 판매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 <그림1>과 

같이 평균내수판매가격과 평균수출가격이 

동일한 상황 즉, 원가 미만 판매 테스트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덤핑

마진이 영(0)이었을 상황에서도, 덤핑마진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2. 원가회복테스트

기업활동에 있어 일시적인 원가 미만 판매

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

두 제외시킨다면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정무역을 통해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하겠다는 당초 취지

에 반한다. 따라서 반덤핑협정은 이러한 남

용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안전장치를 구현해 

3 정상가치의 기초가 되는 가격은 수출국 내수 판매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동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원가에 판매관
리비와 이윤을 가산한 구성가치 혹은 제3국으로 판매한 수출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반덤핑협정2.2조). 원가미만판매테스트는 내수판
매가격과 제3국수출가격에 적용된다(반덤핑협정2.2.1조). 본고의 논의는 모두 ‘내수판매가격’이 정상가치의 기초가 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나,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

4 Appellate Body Report, US – Hot-Rolled Steel, para.147. (반덤핑협정 2조에 대한 WTO Analytical Index 16번 문단에서 
재인용)

5 반덤핑협정을 통틀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은 ①충분성테스트(주석2), ②원가미만판매테스트(주석5), ③조사개시를 위한 생산
점유율 요건(5.4조), ④덤핑마진 및 수입점유율의 미소수준(5.8조), 그리고 ⑤각종 기간이 전부이다.

6 반덤핑협정 2.2.1조가 ‘원가 미만 판매 거래를 정상가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may)는 임의 조항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이라 
표현하였으나, 2015년 미국이 무역특혜연장법을 발효하면서 원가미만판매 혐의가 제기되지 않더라도 모든 조사에서 원가미만판매 
여부를 검토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모든’ WTO회원국이 적용하고 있는 방법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이전에
도 원가미만 판매 혐의가 제기되어야만 조사당국이 원가 정보를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원가미만판매 혐의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제기됨으로써 사문화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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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저자 작성

그림1 원가 미만 판매 테스트가 덤핑마진 계산에 미치는 영향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원가회복 테스트’이

다. 따라서 반덤핑협정 2.2.1조는 원가 미만

으로 판매한 내수거래를 정상가치 계산에서 

제외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

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가미만 판매가 상당한 양으로 장기

간에 걸쳐 이러한 판매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Such sales are made within an ex-

tended period of time in substantial 

quantities). 이 때, ‘상당한 양’에 대해서는 

주석5에서 다루고 있는데, ㉠가중평균 판매

가격이 가중평균 원가에 미달하거나, ㉡원가 

미만 가격으로 판매한 수량이 2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 중 상황㉠은 가중평균

값으로 판매가격과 원가를 비교하므로 조사

대상기간 전체 기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한 

상황을 의미한다. 장기간(extended period 

of time)에 대해서는 주석 4에서 일반적으

로 1년으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에 

미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대

상기간(POI: period of investigation)과 

동일하다.

(다) 동시에, 이러한 판매가격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모든 원가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

이어야 한다(Such sales are at prices 

which do not provide for the recovery 

of all cost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원가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덤핑협정 2.2.1조 2문에서 예시

하고 있다. “판매 당시의 단위당 원가에는 

미달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전체에 걸친 가

중평균 단위당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아래 <그림2>의 A에 

해당한다. 가격등락폭이 큰 원가요소를 갖는 

제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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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판매당시 원가 조사대상기간 평균원가

A 원가미만 판매이나 회복된 거래 원가이상 판매

B 원가이상 판매 원가이상 판매

C 원가이상 판매 원가미만 판매 → 정상가치 계산시 제외 가능

D 원가미만 판매 → 정상가치 계산시 제외 가능 원가미만 판매 → 정상가치 계산시 제외 가능

※ 출처 : 저자 작성

표1 ADA 2.2.1조 1문의 원가를 보는 시각에 따른 원가미만판매 테스트 결과

※ 출처 : 저자 작성

그림2 예시된 회복가능한 가격수준의 도해

반덤핑협정 2.2.1조의 1문에서는 원가가 

‘판매 당시의 원가’인지 ‘조사대상기간 전체

의 가중평균원가’인지 언급이 없다. 두 가지 

원가의 개념과 판매가격 간 가능한 조합을 

모두 나타내면 위 <그림2>의 4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반덤핑협정 2.2.1조 1문의 원가를 

‘판매당시의 원가’로 볼 경우, A와 D 거래가 

원가미만 판매거래가 되지만, 2문의 원가회

복 예시에 따라 A 거래는 회복된 것으로 보

아 정상가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반면, 

1문의 원가를 ‘조사대상기간 전체의 가중평

균원가’로 볼 경우에는 C와 D 거래가 원가

미만 판매 거래로 분류되고, 원가회복 상황

으로 예시된 2문과 관련된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C와 D 거래가 그대로 원가미만 판

매 거래로 확정된다. 1문의 원가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내수 판매 거래를 어떻게 취

급하는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거

래 C에서 비대칭적으로 취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조문의 구조를 보면, 먼저 원가의 회복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다음 문장에

서 특정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 경우 원가의 

회복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특정한 상황은 원가회복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가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2.2.1조의 2

문은 원가회복의 상황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C 거래가 원가미만 

판매거래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조건 (다)에 

따른 총원가 회복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별도

로 수행해야 한다. 소비재와는 달리 석유화

학,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산업재의 경우 판

매가격이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

은데, 판매 당시에는 원가 이상으로 판매했

다 하더라도 원자재 시세의 상승으로 인해 

조사대상기간 전체 평균원가보다 판매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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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저자 작성

그림3 CVP 분석

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모든 원가를 

회복하는 가격수준’에 대한 회계학적 

해석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모든 원가를 회복하

는 가격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WTO차원의 해석이 내려진 바 없다. 원가회

복테스트와 관련한 유일한 사건인 노르웨이

산 양식 연어 사건에서 분쟁의 초점이 ‘합리

적인 기간’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패널

은 이에 대한 정의나 검토를 수행하지 아니

하였다.

반덤핑협정 2.2.1조의 ‘원가’는 2.2.1.1조

의 원가를 의미한다. 2.2.1.1조가 2.2조 전

체에 적용될 원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수출자가 수출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모든 원가를 반영하고 있

는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에 따른 원가를 그

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2.1.1조는 계속성의 원칙, 비경상적인 비

용의 기간 배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등 

회계학의 기본원칙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총원가, 판매가격,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원

가를 회복하는 가격 등의 내용은 회계학에서 

의미하는 내용을 벗어나서는 그 의미를 파악

할 수 없다.

원가는 기능별 분류와 발생행태별 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원가를 기능별로 분

류한다고 함은 발생한 원가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의미한다. 통상 재료비, 노무비, 제

조경비, 판매비 또는 일반관리비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발생행태별로 분류한다

고 함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증가시킴에 따

라 비례해서 증가하는 ‘변동비’와, 생산량 또

는 판매량의 변동에 관계 없이 일정하게 발

생하는 ‘고정비’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가의 발생 행태별 분류는 이미 반덤핑협정 

2.2.1조 1문에서 “단위당 생산원가(per 

unit costs of production)”를 부연설명하

기 위해 괄호 안에 고정비와 변동비(fixed 

and variable)를 부기함으로써 반덤핑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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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당 금액 수량 총 금액

매 출 액 P Q P*Q

변 동 비 V Q V*Q

공헌이익 Unit CM Q (P-V)*Q

고 정 비 F

순 이 익 (P-V)*Q-F

※ 출처 : 저자 작성

표2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또한 이와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은 특정 제품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

해 변동원가계산 즉,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

비로 구분하는 분류체계에 기초한 CVP 분

석을 주로 활용한다. CVP 분석이란 원가

(cost)-조업도(volume)-이익(profit) 분석의 

줄임말로, 생산·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익의 크기가 변하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전통적으로 오래된 분석방식이면서도 현재

까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관리회계 기법

이다. <표2>는 변동원가계산에 기초한 손익

계산서를 나타낸 것으로, 보통 공헌이익 손

익계산서라고 한다.

공헌이익(CM; Contribution Margin)이

라는 용어는 판매가격이 단위당 변동비를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판매수량이 증가

함에 따라 이익창출에 기여(또는 공헌)한다

는 의미에서 생겨난 의미이다. 위 <표2>에서 

순이익은 (P-V)*Q-F로 계산되는데, 이 때 

순이익을 0(zero)으로 만드는 점을 손익분기

점(BEP; Break-Even Point)이라고 한다. 

손익분기점 상태에서는 공헌이익은 고정비

를 회수하는 수준까지만 공헌을 하였고, 이

익을 실현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판매가격은 1차적으로 생산 및 판

매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을 회수하는 데에 

쓰이고, 남는 금액(즉, 공헌이익)은 2차적으

로 판매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를 회수

하는 데 쓰이게 된다. 따라서 판매가격이 총

원가를 회수(또는 회복)한다고 함은 이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손익분기점을 이

미 넘어섰음을 의미하므로 총원가가 회복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모든 원가를 

회복하는 가격수준’이란 회계학적 관점에서 

조사대상기간 전체 기간을 합하여 이익이 발

생하는 수준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더욱이 이러한 회계학적 해석은 반덤

핑협정 주석5에서 말한 가중평균 판매가격

과 가중평균 원가를 비교하여 가중평균 판매

가격이 가중평균 원가를 상회하는 상황 즉, 

조건(나)㉠의 반대상황과 일치하여 해석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 <그림4>는 

반덤핑협정 2.2.1조와 주석 5번의 내용을 종

합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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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저자 작성

그림4 정상가치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원가미만 판매’의 요건 구조도

4. WTO분쟁해결 사례 : EC – SALMON 

(NORWAY)

반덤핑협정 2.2.1조가 분쟁 대상이 되었

던 사례는 2006년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에 

대한 EU의 반덤핑명령 사례(DS337) 뿐이

다.7 이후 몇 건의 협의요청이 더 있었으나, 

원가회복 이외의 기타 사항이 쟁점이기도 하

거니와, 패널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사건을 

철회하여 ‘원가회복’을 다룬 사건은 본 건이 

유일하다.

노르웨이는 비경상적인 비용으로 인해 일

시적으로 총원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수산양식업의 특성상 일

반적인 현상이므로, 이들 비경상비용을 조사

대상기간(PI; Period of Investigation)을 

넘어서는 사업주기(business cycle)로 확장

하여 안분하면 총원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EU 조사당국이 “합리

적인 기간(a reasonable period of time)”

을 별도로 정하지(determine) 아니하고 아

무런 근거도 없이 조사대상기간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본 것은 협정 위배라는 입장이었

다. 노르웨이는 본 사건에서, “결정(de-

termine)”과 “합리적인 기간”에 주장의 초

점을 맞추었을 뿐, “총 원가(all costs)”가 무

엇을 의미하는지, “회복(the recovery)”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

원가를 회복할 수 있는 가격수준(at prices 

which provide for the recovery of all 

cost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

덤핑협정 2.2.1조 2문이 원가회복을 예시한 

것인지 아니면 정의를 내린 것인지”에 대하

여는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을 요구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본 글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서는 동 사건의 패널보고서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몇 가지 시사점은 제공하고 있다. 

첫째, 패널이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별도

의 결정을 요하지는 않고, 조사대상기간을 

그 기간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정하였다

는 점이다. 합리적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사업주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7 이 사건은 노르웨이가 자국산 양식 연어에 대해 EU가 반덤핑명령을 내리자 2006년 3월 17일 협의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s)을 한 사건이다. 2007년 11월 16일에 패널보고서가 회람되었는데, 대부분의 이슈에서 패널은 노르웨이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2.1조와 기타 몇몇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EU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르웨이와 EU 측 모두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의 상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8년 1월 15일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서 동 패널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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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인 한계와 반덤핑협정 2.2.1.1조를 통

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조사당국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따라서 수출자 또는 수출국 생산자 입장

에서는 조사대상 기간 내에서 원가회복이 이

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둘째, “shall 

be considered”라고 한 2.2.1조 2문은 조

사당국으로 하여금 매 조사마다 원가회복 여

부에 대해 고려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패널

이 해석하였다는 점이다.8 따라서 반덤핑 조

사당국은 매 사건마다 원가회복 여부를 별도

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EU와 미국뿐 아니

라 분쟁해결기구도 2.2.1조 마지막 문장을 

원가회복에 대한 판단을 “가이드(important 

guidance)”하는 것 또는 “제안(proposi-

tion)”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9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을 입안할 당시, 

‘원가미만으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

인 사업환경에 따른 것일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어느 한 국가의 대표단이 급

격히 하락하는 원가구조를 가진 하이테크 산

업을 예로 든 것이 이 규정이 생기게 된 계

기가 되었음을 패널보고서는 밝히고 있다.10 

즉, 2.2.1조 2문 이외의 상황 하에서도 총원

가를 회복하는 가격수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자 또는 수출국 생산자

가 조사대상 기간 내에 총원가를 회복하였음

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면, 수입국 조

사당국은 그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의 의사

를 그 이유와 함께 반드시 판정문에 명시하

여야 한다. 반덤핑협정 12.2.2조 2문에서 

‘공고문이나 보고서는 특히 수출자나 수입자

의 주장과 논쟁을 수용 또는 거부한 이유와 

6.10.2조에 따른 결정의 근거뿐 아니라, 

12.2.1조에 기술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라

고 명시하였기 때문이다.11

Ⅲ. 미국의 원가미만판매테스트 
관행과 WTO불합치성

1. 미국의 법률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SEC. 

773. NORMAL VALUE. [19 U.S.C. 1677b]

(b) Sales at Less Than Cost of Production.

(1) Determination; sales disregarded.

Whenever the administering authority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or suspect 

that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for the determination of nor-

mal value have been made at prices which 

represent less than the cost of production 

of that product,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determine whether, in fact, such sales 

were made at less than the cost of 

production. 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sales made at less than the 

cost of production

(A) have been made within an extended 

period of time in substantial quantities, 

8 WT/DS337/R Paragraph 7.242

9 WT/DS337/R Paragraph 7.214, Paragraph 7.220, Paragraph 7.241

10 WT/DS337/R Paragraph 7.259

11 ADA 12.2.2 2nd sentence. In particular, the notice or report shall contain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subparagraph 2.1, as well as the reasons for the acceptance or rejection of relevant arguments or claims made 
by the exporters and importers, and the basis for any decision made under subparagraph 10.2 of Artic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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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 were not at prices which permit recov-

ery of all costs within a reasonable pe-

riod of time,

such sales may be disregarded in the de-

termination of normal value. Whenever 

such sales are disregarded, normal value 

shall be based on the remaining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If no sales made in the or-

dinary course of trade remain, the normal 

value shall be based on the constructed 

value of the merchandise.

(2) Definitions and special rules.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D) Recovery of costs. If prices which are 

below the per unit cost of production at 

the time of sale are above the weight-

ed average per unit cost of production 

for the period of investigation or re-

view, such prices shall be considered to 

provide for recovery of cost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19 C.F.R. 351.406 Calculation of normal value if 

sales are made at less than cost of production.

(a) Introduction.

In determining normal value, the Secretary 

may disregard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made at prices that are less than 

the cost of production of that product. 

However, such sales will be disregarded 

only if they are made within an extended 

period of time, in substantial quantities, and 

are not at prices which permit recovery of 

cost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See section 773(b) of the Act.) This section 

clarifies the meaning of the term extended 

period of time'' as used in the Act.

미국은 원가미만판매 테스트에 대하여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이하, “U.S.C.”)와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하, “C.F.R.”) Title 19 Part 

351에서 정하고 있다. 이들 법률에 표현된 

미국의 시각을 보면, 원가회복 가능성에 대

한 평가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Act 773(b)(1)(A)와 The Act 773(b)(1)(B)

가 “AND”로 연결됨으로써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C.F.R.에

서도 연장된 기간 내에 원가 미만으로 판매

됨과 동시에 그 판매가격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가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일 경우에

만 이들 판매거래를 정상가치 계산에서 제외

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원가회복의 사례”를 든 반덤핑협

정 2.2.1조 2문에 대해서 미국은 이를 예시 

또는 가이드로 인식하지 않고, 원가회복의 

“정의(Definition)”로 인식함으로써 기타 다

양한 원가회복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척

하고 있다. The Act 773(b)(2)(D)에서 “원

가의 회복”을 “판매 당시의 원가보다 낮게 

판매한 거래의 가격이 조사대상 전체 기간 

가중평균 원가보다 높은 경우”라고 정의 내

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른 인식은 하

나의 조문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분리해서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 분쟁에서 

제3자 참여국으로써 의견을 표명한 당시 미

국의 입장과도 다른 것으로,12 WTO협정과 

불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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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관행

미국은 반덤핑협정 주석 5번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하나(㉡)를 그대로 원가미만 판매 테

스트에 적용하고 있다. 즉, CONNUM13별

로 내수 판매 거래 각각의 판매가격과 당해 

CONNUM의 조사대상기간 전체 가중평균

원가를 비교하여, 가중평균원가 이상인 거래

수량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내수

거래를 정상가치 계산에 사용하고 80% 이하

인 경우에는 가중평균원가 이상인 거래만을 

정상가치 계산에 사용하고 있다. 평균원가를 

계산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반덤핑협정뿐 아

니라 미국 반덤핑법 및 반덤핑규칙에서도 정

하지 아니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조사대상기

간 전체의 가중평균원가를 사용한다. 이러한 

관행은 U.S.C.나 C.F.R.에 정한 것은 아니

고, 일반적으로 질문서 형태로 수출기업에게 

요구하게 된다. 미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는 표준 질의서(Questionnaire)에는 

다음과 같이 CONNUM별로 단 하나의 가중

평균원가를 가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조사대

상기간 전체를 모두 가중평균한 원가를 제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최초 질의

서에 수출기업이 답변한 이후, 추가 질의서

를 통해 최초 답변에 제출한 원가정보가 전

체 기간의 원가를 가중평균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행이다.

Cost of production is the weighted-average 

control number (CONNUM) specific cost (Foot 

Note 17) of the product(s) sold by your com-

pany in the comparison market (i.e., the home 

or third country market).

(FN 17) There should be a single weight-

ed-average cost for each CONNUM regardless 

of market destination as defined by the 

Department’s product characteristics.14

다만, 조사대상기간 전체의 가중평균원가

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원

가미만 판매테스트에 사용할 원가의 가중평

균 기간에 대해서는 U.S.C.나 C.F.R.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미 조사당국은 개별 사건 

별로 이 기간을 변경해서 적용하기도 한다. 

한국산 스테인리스 용접관 사건에서 미 상무

부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평가하여 기간

별 원가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15 

특히, 원가의 상당한 변동성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상위 5개 CONNUM의 

최대 원가와 최소 원가를 비교한 뒤 그 차이

가 25%를 기준으로 초과하는지에 따라 상당

한 변동성 여부를 판단했다.

(a) whether the cost changes throughout 

the POI or POR were significant,

(b) whether sales during the shorter cost 

averaging period could be accurately 

linked with the COP during the same 

averaging period.

12 WT/DS337/R Paragraph 7.220. “this factual scenario is not exhaustive of the situations when below-cost sales 
may be found to provide for cost recover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13 CONNUM(Control Number의 약자)이란 EU의 PCN과 동일한 개념으로, 비교대상 제품군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제품특성치들의 
조합이다. 미국은 이 CONNUM별로 COP Test와 Recovery Test를 수행한다.

14 미 상무부 표준질의서 D-1쪽
https://enforcement.trade.gov/questionnaires/20170906/q-inv-cvr-complete-quest-090617.doc 

15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of Certain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Results, 2009.06.22,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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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테스트(원가미만판매 테스트)

기간별 원가 이상 기간별 원가 미만

2차 테스트(원가회복 테스트)
; 당해 CONNUM 전체의 수익성

이윤 발생 1차 통과 – 사용 2차 통과 – 사용

손실 발생 1차 통과 – 사용 사용 불가

※ 출처 : 저자 작성

표3 정상가치 계산에 사용되는 내수판매 거래 – 기간별 원가를 사용하면서 원가회복 테스트를 수행한 경우

1차 테스트(원가미만판매 테스트)

POI 원가 이상 POI 원가 미만

당해 CONNUM 전체의 수익성
(원가회복 테스트 미수행)

이윤 발생 1차 통과 – 사용 (A) 사용 불가

손실 발생 1차 통과 – 사용 사용 불가

※ 출처 : 저자 작성

표4 정상가치 계산에 사용되는 내수판매 거래 – 조사대상기간(POI) 전체 평균원가를 사용하는 경우

미 상무부는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를 분기

별 또는 월별 등의 기간별 원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원가회복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

다. 원가회복 테스트는 CONNUM별로 ‘기

간별 원가’ 미만으로 판매한 거래 수량이 

20% 이상인 경우에 있어, 기간별 원가 미만

으로 판매한 거래에 대해서만 수행한다. 먼

저 이들 거래의 전체 기간 판매가격을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가중평균 판

매가격을 구한다. 그런 다음 전체 기간 가중

평균 원가와 비교하여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가중평균 원가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별 원가 

미만 거래를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고 정상가

치 계산에 포함시키게 된다.16 가중평균 판

매가격이 가중평균 원가 이상이라는 것은 당

해 CONNUM 전체적으로 양(+)의 이윤을 

창출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윤을 창출하였

다는 것은 당해 제품군을 판매함으로써 발생

한 변동비와 고정비를 모두 회수하였음을 

즉, 회복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가회복 

여부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타당하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원가회복 테스트를 

오로지 ‘기간별 원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적

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기간별 원

가를 이용하는 경우와 조사대상기간 전체 평

균 원가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 다음의 영

역 (A)를 비대칭적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초

래된다. 결론적으로, 미 상무부는 조사대상

기간 전체 평균원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원가회복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있으므로 WTO협

정에 불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가회복의 의미를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WTO협정에 불합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6 미 상무부 덤핑마진 계산 프로그램 모듈 HM5-C
https://enforcement.trade.gov/sas/programs/diffpriceprograms/me-macros-sas.txt 
“HM5-C: Cost Recovery Test for Time-Specific Cost
For below-cost sales, compare the CONNUM average price across all time periods to the CONNUM average 
cost across all time periods. If the average price exceeds the average cost, then below-cost sales of that 
CONNUM will be reclassified as abov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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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원

가회복 테스트가 반덤핑협정 2.2.1조 2문이

나 The Act 773(b)(2)(D)에서 정한 원가회

복의 정의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The Act 

773(b)(2)(D)에서는 개별 판매가격들이 전체 

기간 가중평균 원가 이상인 경우를 원가회복

이라고 정의한 데 반해, 미 상무부의 이런 

관행은 개별 판매가격 대신 전체기간 가중평

균 판매가격을 전체기간 가중평균 원가와 비

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덤핑협정 

2.2.1조 2문의 내용을 반덤핑협정 주석5의 

첫 번째 상황(㉠)을 혼용하여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완전한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WTO는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반덤핑과 상계관

세 그리고 세이프가드라는 무역구제제도를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구제조치는 자칫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

어 그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들을 

협정문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무분별한 남용

을 막고자 하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원가

미만 판매 테스트를 수행함에 있어 원가회복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하

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이렇다 할 주장

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단 한 번 2005년 분

쟁해결기구에 회부된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 

사례가 전부이다. 그마저도 분쟁의 초점이 

“합리적인 기간(a reasonable period of 

time)”에 맞추어져 있어 정작 중요한 “회복

(recovery)”이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원

가를 회복하는 수준의 가격”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에 대해서는 패널이 검토하지 아니하

였다.

반덤핑협정 2.2.1.1조는 수출자가 수출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모든 

원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

에 따른 원가를 그대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고, 총원가, 판매가격,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원가를 회복하는 가격 등의 내용은 회계학

에서 의미하는 내용을 벗어나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회계학적으로 “총원가”란 

발생행태별 구분에 따른 “변동비(variable 

cost)”와 “고정비(fixed cost)”를 의미하며 

이러한 분류는 이미 반덤핑협정 2.2.1조 1문

에서 괄호 안에 부기함으로써 협정 또한 동

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

리적인 기간 내에 총원가를 회복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라 함은, 변동비를 상회하는 수

준으로 가격을 설정하여 양(+)의 공헌이익을 

창출하면서 판매량을 증대시킴에 따라 고정

비를 회수하여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손익이 0(zero)

이기 때문에 원가를 회복하였는지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당해 제품군의 판매로 인한 이

익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쉽게 파악

이 가능하다.

미국은 반덤핑법에서 원가회복 테스트가 

필수적인 요소임은 인정하면서도 원가회복

의 정의를 매우 좁게 내림으로써 반덤핑협정

에서 의도한 넓은 의미의 원가회복에 대해 

모두 검토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덤핑협정이 예시적으로 제시한 상황

을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함에 따른 오류이

며, 따라서 미국 반덤핑법은 ‘그 자체(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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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로써 반덤핑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

다. 원가회복 테스트에 대한 미 상무부의 관

행은 반덤핑협정 주석5와 2.2.1조 2문을 혼

용하기는 하였으나, 원가회복 테스트를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적용

의 범위를 ‘기간별 원가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모든 경우에(in each and 

every investigation) 원가회복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패널의 해석과 다른 관행

을 보이고 있다. 기간별 원가를 사용하는 경

우 또한 원가의 변동폭이 크고 판매가격이 

원가의 변동에 연동하는 경우에 있어 수출자

가 주장하는 바를 미 상무부가 거절하지 않

은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모든 경

우에 있어 원가회복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만 적용

하고 있다. 원가회복 테스트의 적용 범위를 

기간별 원가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지은 

것은 미 상무부의 덤핑마진 계산 프로그램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그 

자체(as such)’로써 반덤핑협정에 위배될 소

지가 있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를 받는 우리 기업들은 

WTO협정과 미국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안전장치로서 원가회복테스트의 적용을 답

변서와 Case Brief를 통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 상무부가 이를 즉시 받아들이건, 미 국

제무역법원의 판결 후에 받아들이건, 혹은 

WTO분쟁을 통해 상무부가 관행을 수정하

건 간에, 낮은 가격의 내수판매거래가 정상

가치 계산에 포함됨으로써 덤핑마진의 인하

로 이어져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피해를 다소

나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

고가 ‘합리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불필요

한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활

약하는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의 발걸음이 가

벼워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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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Cost Recovery” 
of Anti-Dumping Agreement 
Article 2.2.1 and 
WTO-inconsistency 
of the U.S. Practice

Jongseon Shim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jongseonshim@kr.kpmg.com)

WTO had been established for complete free trade. To reach the supreme task, it has been 

necessary to remedy unfair trade practices. However, trade remedies, like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have encountered destiny to overcome the tendency of returning 

to protectionism by themselves. One of those efforts is the “Recovery Test”. Anti-Dumping 

Agreement provides permission to disregard some sales below cost, and then to increase the 

normal value through the “Sales Below Cost Test”. At the same time, the agreement provides 

safety to direct investigating authorities to consider whether those sales are recover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n each and every investigation. Inconsistently with the 

agreement, the United States has applied the “Recovery Test” only when time-specific costs 

are used for the “Sales Below Cost Test” instead of weighted average cost of the whole 

investigation period. Therefore, Korean exporters should contend that the “Recovery Test” 

should be applied to all of their anti-dumping investigation. If this argument were accepted by 

the U.S. investigating authority, it would have effect of lowering dumping margins.

Keywords : cost below test, cost recovery test, normal value, dumping margin, anti-dumping, 

ordinary course of trad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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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TO Aircraft 
Disputes – Still Looking 
For The Flight Path After 
All These Years 

Jasper M. Wauters*1

Partner at White & Case LLP
(jasper.wauters@whitecase.com)

The WTO disputes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DS 316) and US – 
Large Civil Aircraft (Second Complaint) (DS 353) involving allegations of subsidization of Airbus 

and Boeing by respectively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have dominated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more than 15 years and are still not settled. These 

disputes went through all of the stage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and addressed 

practically every aspect of the subsidies disciplines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greement”). The literally thousands of pages of the several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as well as the findings of the Arbitrators in these disputes 

thus offer a wealth of information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subsidies 

disciplines. The question addressed in this paper is whether these disputes have actually 

assisted in clarifying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e SCM Agreement as envisaged in Article 3.2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thus providing the necessary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 critical look at some of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findings reveals that this objective was not always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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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dispu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relating to 
subsidies to their large civil aircraft 
(“LCA”) producers Airbus and Boeing 
have been the longest running and most 
complex dispute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disputes, which started in 2004 and came 
to a (provisional) end with the release of 
the decisions by the arbitrators on 
compensation late last year, raised many 
issu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SCM Agreement”). The number and 
length of the various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and the factually complex 

nature of the discussions at issue in these 
disputes, makes it difficult to penetrate 
the findings and to assess their systemic 
relevance.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more general overview of the 
disputes, and identifies a number of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CM 
Agreement’s subsidies disciplines. The 
paper also places a number of critical 
question marks behind some of the 
findings, and offers a more general 
critical look at the role and relevance of 
these disputes that dominated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more than 
15 years. 

The paper starts in section II with a 
brief introduction of the disputes and a 
presentation of the main finding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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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iscusses a number of the findings of 
the Appellate Body in these disput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CM 
Agreement’s subsidies disciplines which 
will likely be referred to by panels in 
future subsidies-related disputes. This 
section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Appellate Body’s guidance fulfilled the 
objectives of providing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y “clarifying” existing provisions. 
Section IV offers a few additional more 
general comments about the systemic 
importance of these disputes. Section V 
concludes. 

Ⅱ. THE AIRCRAFT 
DISPUTES - A BRIEF 
OVERVIEW

The aircraft disputes over subsidies to 
producers of large civil aircraft (“LCA”) 
started almost 17 years ago, in 2004, and 
are still not completely resolved. 
Generally speaking, LCA are large 
(weighing over 15,000 kilograms) “tube 
and wing” aircraft, with turbofan engines 

carried under low-set wings, designed for 
subsonic flight, and designed to transport 
100 or more passengers and a 
proportionate amount of cargo.1 Prior to 
the start of the WTO disputes, Boeing 
and Airbus were the only two major 
producers of LCA.2 As a general matter, 
the production of LCA requires 
significant upfront investment over a 3-5 
year period before any revenue can be 
realized.3

What we refer to as the “aircraft 
disputes” are in fact three sets of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which ran 
almost in parallel. It concerns: 

∙ the United States (“US”) challenge 
regarding alleged subsidies provided 
to Airbus in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member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DS316) (the “Airbus 
dispute” or “DS316”);

∙ the EU’s challenge of alleged direct 
and indirect subsidies to Boeing in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Second Complaint) (DS353) (the 
“Boeing dispute” or “DS353”); and 

1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member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WT/DS316/R, adopted 1 June 2011,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316/AB/R, para. 2.1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2 See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member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WT/DS316/R, adopted 1 June 2011,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316/AB/R , para. 
7.368. In the years since, producers in China, Russia, Brazil, and Canada have invested in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LCA, but Boeing and Airbus remain, by far, the largest and most prominent LCA producers in the 
global market.

3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member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WT/DS316/R, adopted 1 June 2011,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316/AB/R, par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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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U’s challenge of tax incentives 
provided by the State of Washington 
to Boeing in US – Conditional Tax 
Incentives for Large Civil Aircraft 
(DS 487) (the “Baby Boeing dispute” 
or “DS487”).

The findings of the panel, Appellate 
Body and, where applicable, the 
Arbitrators in each of these disputes are 
briefly discussed next. 

1.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DS316)

The United States requested con-
sultations with the European Communities 
(“EC” – now “European Union” (“EU”)) 
on 6 October 2004. The US complaint al-
leged “more than 300 separate instances 
of subsidization, over a period of almost 
forty years, by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 France, Germany,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with respect to large civ-
il aircraft (‘LCA’) developed, produced 
and sold by … Airbus SAS”.4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these subsidies were 
provided to various Airbus companies by 
the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i.e. the 
four “Airbus nations”: France, Germany,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claimed that each of 

the measures that it challenged was a 
specific subsidy within the meaning of 
SCM Articles 1 and 2 and that, through 
the use of these subsidies, the EC and the 
four member States caused adverse effects 
to US interests within the meaning of 
SCM Articles 5 and 6.3. The United 
States further claimed that some of these 
measures constituted prohibited export 
subsidies within the meaning of SCM 
Article 3.1(a). 

The United States allege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family of Airbus 
aircraft was largely made possible by the 
direct financing of European governments. 
The United States designated such 
measures as “launch aid” (“LA”), while 
the EU argued that a more appropriate 
term would be “Member State financing” 
(“MSF”).5 The panel used the term 
LA/MSF as a compromise.

Such financing included, inter alia, 
low-interest and no-interest loans and 
repayment obligations tied to sales 
targets. The United States described the 
common content of alleged LA/MSF as 
consisting of “the consistent, up-front 
provision by the Airbus governments of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capital that 
Airbus needs to develop each new LCA 
model through loans that are (a) 

4 Ibid., para. 7.1. The Airbus consortium was founded in 1970 and made up of French, German, Spanish and United 
Kingdom aerospace companies, to produce LCA. In 2000, the consortium companies consolidated their 
LCA-related activities under the European Aeronautic Defence and Space Company EADS N.V. (“EADS”), which 
ultimately resulted in the creation of EADS’ wholly-owned subsidiary, Airbus SAS, in 2006. See ibid., para. 7.183. 

5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f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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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ecured, (b) repayable on a 
success-dependent basis (i.e., through per 
sale levies), (c) with the levy amounts 
greater for later sales than earlier sales 
(i.e., back-loaded), and (d) with interest 
accruing at rates below what the market 
would demand for the assumption of 
similar risk”.6 

The United States challenged LA/MSF 
provided for the production of every 
Airbus LCA model produced since the 
formation of Airbus in the early 1970s: 
the A300, A310, A320, A330/A340, 
A330-200, A340-500/600 and A380. Over 
the course of the dispute, the United 
States also sought to challenge LA/MSF 
for a new Airbus model, the A350 which 
was introduced by Airbus to compete 
with Boeing’s all new Boeing 787 
“Dreamliner”.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Airbus’ decision to launch a new 
model to compete with the Dreamliner 
and to do so based on LA/MSF was the 
trigger for the US to initiate the dispute. 
However, as no LA/MSF had been 
granted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Panel, the new A350 LA/MSF was 
not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panel during the original 
proceeding.

In addition to the LA/MSF measures, 
the United States also challenged, among 

others, various infrastructure measures, 
loans, grant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measures that Airbus allegedly received. 

On 30 June 2010, the Panel circulated 
its report finding a series of violations of 
the SCM Agreement, including a finding 
that the LA/MSF was a prohibited export 
subsidy. Both the EU and the US 
appealed a number of specific findings to 
the Appellate Body. 

Overall, the Appellate Body confirmed 
that the EU and the four member States 
(France, Germany, Spain, and the UK) 
conferred more than USD 18 billion in 
subsidies to Airbus, causing Boeing to 
lose sales of more than 300 aircraft and 
significant market share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the Appellate Body also 
reversed some of the Panel’s findings 
regarding both specific and prohibited 
subsidies. For some of these reversals, it 
was not able to complete the analysis. 
The Appellate Body circulated its report 
to the WTO membership on 18 May 
2011.

Soon thereafter, on 1 December 2011, 
the EU informed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that it had taken “appro-
priate steps to bring its measures fully in-
to conformity with its WTO obligations, 
and to comply with the DSB’s recom-
mendations and rulings”.7 Specifically, 

6 See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7.501 (referring to United States’ 
response to Panel Question 3).

7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member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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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 asserted that it had removed all 
forms of adverse effects for all categories 
of subsidies for all models of Airbus air-
craft covered by the DSB’s recom-
mendations and rulings. The United States 
responded by requesting consultations un-
der Article 21.5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on 9 December 
2011, stating that the EU’s suggested “ac-
tions and events” did not withdraw the 
subsidies or remove their adverse effects 
for purposes of SCM Article 7.8.8 In fact, 
the US included the LA/MSF for the lat-
est model, the A350XWB to support its 
case that the EU had failed to comply 
with the DSB’s rulings and recommen-
dations. The United States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n Article 21.5 Com-
pliance Panel on 30 March 2012. The 
Compliance Panel circulated its report to 
on 22 September 2016, concluding that 
the EU had failed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remove the adverse effects. 

Importantly, the Compliance Panel 
agreed with the US that LA/MSF 
measures for the Airbus A350XWB were 
specific subsidies under SCM Articles 1 
and 2, finding that Airbus paid a lower 
rate of return than it would have on 

market loans, and that each such loan was 
unique to EADS and/or Airbus.9 This 
meant that the A350XWB LA/MSF 
measures were part of the subsidies 
causing adverse effects during the period 
used for assessing compliance with the 
original findings and conclusions. 

The Compliance Panel furthermore 
agreed with the United States, concluding 
as follows:

∙ Although the ex ante “lives” of 
certain LA/MSF subsidies “expired” 
before 1 June 2011, this did not 
amount to “withdrawal” of the 
subsidies under SCM Agreement 
Article 7.8.10 

∙ The “product” effects of the relevant 
LA/MSF subsidies were a “genuine 
and substantial” cause of the 
displacement and/or impedance of 
certain exports under SCM Article 
6.3(b) and significant lost sales in 
certain markets under Article 6.3(c); 
as a result, they constituted serious 
prejudice to interests of the US under 
SCM Article 5(c).11 

∙ Additionally, the effects of other 
subsidies – aggregated capital 
contributions and certain regional 

–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United States, WT/DS316/RW and Add.1, adopted 28 May 2018,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316/AB/RW, para. 1.10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8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 1.11. 

9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s. 6.655-6.658. 

10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 6.1076. 

11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s. 6.1780-6.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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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grants “complement[ed] 
and supplement[ed]” the “product” 
effects of the aggregated LA/MSF 
subsidies, and were therefore a 
“genuine” cause of serious prejudice 
to US interests under SCM Article 
5(c).12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Compliance Panel ruled that, by 
continuing to violate SCM Articles 5(c), 
6.3(a), 6.3(b) and 6.3(c), the EU and the 
four Member States failed to comply with 
the DSB recommendations and rulings. 

Both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p-
pealed specific findings of the compliance 
panel to the Appellate Body in October 
and November 2016, respectively. The 
Appellate Body circulated its report on 15 
May 2018.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SCM 
Article 7.8 does not require an im-
plementing Member to take steps to re-
move the adverse effects of “subsidies 
that no longer exist” and therefore re-
versed the Compliance Panel’s inter-
pretation that the Article 7.8 obligations 
apply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ub-
sidies have expired prior to the end of the 
relevant implementation period.13 

As a result, the Appellate Body 
concluded that the EU had no compliance 
obligation with respect to subsidies that 
expired before 1 December 2011,14 
leaving only the A380 and A350XWB 
subsidies to be considered. It stated that 
the pertinent question was whether the 
subsidies existing in the post- 
implementation period caused adverse 
effects. Accordingly, the Appellate Body 
concluded that the LA/MSF subsidies 
existing in the post-implementation period 
(i.e., for the A380 and A350XWB), 
enabled Airbus to proceed with the timely 
launch and development of the 
A350XWB, and to bring to market and 
continue developing the A380.15 The 
Appellate Body thus concluded that the 
EU failed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 
under SCM Article 7.8 to remove the 
adverse effects or withdraw the subsidy, 
by continuing to violate ACM Articles 
5(c) and 6.3(a), (b) and (c) with respect 
to twin-aisle LCA and Very Large 
Aircraft (“VLA”) markets.16 The EU had 
thus failed to implement the DSB’s 
recommendations and rulings and to bring 
its measures into conformity with the 
SCM Agreement.17

12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 6.1847. 

13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s. 5.583, 
6.11.

14 Ibid.
15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s. 

5.610-5.612.

16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s. 6.43-6.44.

1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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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13 July 2018, following the 
Appellate Body’s finding that the EU had 
failed to bring its measures into 
conformity, the United States made a 
request to resume the arbitration 
proceedings to determine the level of 
countermeasures it could impose on the 
EU for failing to bring its measures into 
conformity with the DSB rulings and 
recommendations.18 On 2 October 2019, 
the Arbitrators released their Decision, 
determining that the US could request 
authorization from the DSB to take 
countermeasures at a level not exceeding 
USD 7.496 billion annually. The award 
was less than the USD 11.2 billion annual 
amount sought by the United States, but 
was nonetheless the largest award ever 
granted in a WTO arbitration. This 
amount was calculated based on findings 
that EU LA/MSF for Airbus caused 
Boeing significant lost sales and impeded 
Boeing exports to the EU, Australia, 
China, Korea, Singapore, and United 
Arab Emirates(“UAE”) markets.19

As a result,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increase tariffs on a range of imports 

from EU member States (i.e. 10% on 
LCA and 25% on agricultural and other 
products), with the bulk of the tariffs 
applied to imports from France, Germany, 
Spain, and the United Kingdom.20

Finally, while the arbitration proceeding 
was pending, the EU commenced a 
second compliance proceeding, alleging 
that it had withdrawn the subsidies as a 
result of various developments and 
revisions to LA/MSF related to both the 
A380 and the A350XWB. The EU 
requested consultations with the US on 29 
May 2018 and, subsequently,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second Compliance 
Panel on 31 July 2018. The second 
Compliance Panel circulated its report on 
2 December 2019. 

Broadly speaking, the second 
Compliance Panel rejected the EU’s 
claims. With respect to the EU’s claimed 
withdrawal of subsidies, the Compliance 
Panel concluded that the LA/MSF 
subsidies for the A380 and A350XWB 
“have not been withdrawn” pursuant to 
Article 7.8.21 Specifically, among others, 
the second Compliance Panel found that 

18 On 9 December 2011, the United States requested arbitration to determine the level of countermeasures it could 
take pursuant to Article 22.6 of the DSU and Article 7.9 of the SCM Agreement. Upon a joint request from 
the parties, the Arbitrator suspended the proceedings from 20 January 2012 until either party requested the 
resumption of its work. 

19 For a critical review of this Arbitrators’ Decision see Mavroidis and Saggi, “Making Sense of the Arbitrator’s Ruling 
in DS316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2.6-EC): 
A Jigsaw Puzzle with (at Least) a Couple Missing Pieces,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Robert Schuman Centre 
for Advanced Studies, Global Governance Programme Working paper No. RSCAS 2020/44 (2020). 

20 See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0/august/ustr-modifies-75-billio
n-wto-award-implementation-relating-illegal-airbus-subsidies.

21 See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II – EU), para. 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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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im that the repayment of the UK 
A350XWB LA/MSF agreement on its 
subsidized terms achieved the withdrawal 
of the subsidy could not be sustained 
because the full repayment of a loan on 
subsidized terms does not alone “remove” 
the subsidy or otherwise bring the life of 
a subsidy to an end, but rather confirms 
that a subsidy has been fully provided. It 
also found that the European Union had 
failed to show that a commercial lender, 
faced with the likely termination of the 
A380 program, would have entered into 
the A380 LA/MSF amendments on the 
terms agreed between Airbus and the 
Airbus governments.22 The second 
Compliance Panel likewise found that the 
EU had not removed the adverse effects 
of the subsidies, because those subsidies 
continued to be a “genuine and 
substantial” cause of impedance and lost 
sales.23

Interestingly, the second Compliance 
Panel also addressed the announced 
termination of the A380 program. It 
found that the announcement of the 
wind-down of A380 LA/MSF did not, on 
its own, “withdraw” the subsidy or 
remove the present adverse effects of the 

A380 LA/MSF subsidies as long as 
aircraft were still being produced and 
delivered.24 Furthermore, the second 
Compliance Panel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product” effects of the 
A350XWB LA/MSF subsidies on the 
A350XWB family in the twin-aisle 
product market were a “genuine and 
substantial” cause of the impedance of the 
US like product imports into the EU 
market under Article 6.3(a) and US like 
product exports to China, Korea and 
Singapore under Article 6.3(b), thereby 
constituting serious prejudice to US 
interests under Article 5(c).25 The second 
Compliance Panel further found that the 
latter “product” effects were a “genuine 
and substantial” cause of significant lost 
sales to the US LCA industry in the 
global market for twin-aisle LCA under 
Article 6.3(c), constituting serious 
prejudice to US interests under Article 
5(c).26

The EU appealed the report on 6 
December 2019, just before the Appellate 
Body stopped functioning on 11 
December 2019.27 The handling of the 
appeal will need to wait until new 
Appellate Body appointments are made. 

22 Ibid.. 
23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II – EU), paras. 7.418-7.430.

24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II – EU), paras. 7.246-7.259.

25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II – EU), paras. 7.246-7.259.

26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II – EU), para. 7.445. 

27 Notification of an appeal under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European Union,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WT/DS316/43, adopted 11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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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m, the dispute over Airbus subsidies 
started in 2004 and is ongoing. 

2.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DS353)

The day after the US requested 
consultations in DS316, the EU requested 
its own consultations with the US 
alleging that the US was providing direct 
and indirect subsidies to Boeing, causing 
adverse effects to the EU. This was the 
dispute known as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DS317). However, a number of 
procedural issues arose during the 
consultations phase which led the EU to 
start the process anew in a second 
complaint. It thus filed a new request for 
consultations with the US on 27 June 
2005 and, subsequently,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on 20 January 
2006. This is the dispute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Second Complaint) (DS353).

The EU claimed that a variety of 
Federal and State measures provid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Boeing 
constituted prohibited and/or actionable 

subsidies under the SCM Agreement. The 
Panel circulated its report on 31 March 
2011. It estimated that the amount of the 
specific subsidies to Boeing’s LCA 
division was “at least” USD 5.3 billion 
over the period 1989-2006.28

In addition to a large variety of 
tax-related measures to support Boeing, 
the EU challenged various “payments” 
and “free access to NASA facilities, 
equipment and employees” provided by 
NASA to Boeing through various 
contracts related to R&D programs.29 The 
Panel largely sided with the EU to 
conclude that the awarding of R&D 
contracts that Boeing was performing for 
NASA were in fact indirect subsidies to 
Boeing. In particular, on the R&D-related 
support, the Panel concluded that “no 
commercial entity, i.e. no private entity 
acting pursuant to commercial 
considerations, would provide payments 
(and access to its facilities and personnel) 
to another commercial entity on the 
condition that the other entity perform 
R&D activities principally for the benefit 
and use of that other entity”.30 The Panel 
therefore found a benefit, and in turn, a 
subsidy, to exist.31 With respect to 

28 Panel Report, Panel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Second Complaint), 
WT/DS353/R, adopted 23 March 2012,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353/AB/R, para. 7.1433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29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 7.944. These include “Advanced Composites 
Technology (‘ACT’), High Speed Research (‘HSR’), Advanced Subsonic Technology (‘AST’), 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HPCC’), Aviation Safety, Quiet Aircraft Technology (‘QAT’), Vehicle Systems 
(‘VSP’), and Research and Technology Base (‘R&T Base’)” (footnotes omitted). 

30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 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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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ity, the EU asserted that the 
subsidies were de jure specific on accoun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research” 
while the United States stated that 
“NASA’s wind tunnel services are ‘used 
by a wide range of industries across the 
U.S. economic spectrum.’”32 The Panel 
rejected the US Argument and found, in 
turn, that the NASA subsidies were 
specific to Boeing under Article 2. 

Similar to its claims regarding NASA, 
the EU challenged payments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DOD”) to 
Boeing for R&D, in this context related 
to “dual-use” (i.e., military and commercial) 
aerospace technology under 23 different 
programs.33 Such payments were made 
under either “procurement contracts” 
(similar to those for NASA) or 
“assistance instruments”.34 Examining 
whether the R&D contracts were actually 
the purchase of a service – which would 
not be covered by SCM Article 1 - the 
Panel found that certain of the DOD 

R&D measures were specific subsidies, 
depending on the type of agreement.35

The EU challenged the “transfer” of 
certain patent and data rights by NASA 
and DOD in connection with the R&D 
contracts between these government 
agencies and Boeing, respectively.36 Such 
transfers, the EU contended, enabled 
Boeing to “exploit the results” of NASA 
and DOD research programs by, inter 
alia, waiving valuable patent rights, and 
providing access to certain data and trade 
secrets that arise from government funded 
research.37 The Panel rejected the EU’s 
arguments. For example, with respect to 
patent rights, the Panel considered that 
analysis under Article 1 was not 
necessary, because it was clear that the 
subsidy was not specific. This was 
because, the Panel explained, “the 
allocation of patent rights is uniform 
under all U.S. government R&D contracts, 
agreements, and grants, in respect of all 
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31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s. 7.1040-7.1041. 

32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s. 7.1042, 7.1046. 

33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s. 7.1111, 7.1116.

34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 7.1115. 

35 See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s. 7.1139-7.1171. In particular, based on the 
test it developed of whether the principal benefit of the R&D research was for DOD or rather for Boeing, the 
Panel concluded that “the evidence demonstrates that the work Boeing performed under its aeronautics R&D 
“assistance instruments” with {US}DOD was principally for the benefit and use of Boeing itself. Accordingly, 
the Panel concludes that {US}DOD’s R&D agreements (i.e. “assistance instruments”) with Boeing are not properly 
characterized as “purchases of services”. Therefore, the Panel finds that the payments made to Boeing under 
these agreements are covered by Article 1.1(a)(1)(i) of the SCM Agreement as a direct transfer of funds. The 
Panel further finds that the access to {US}DOD facilities provided to Boeing under these agreements constitutes 
a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a)(1)(iii) of the SCM Agreement”. Panel Report, 
United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 7.1171.

36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 7.1258. 

37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s. 7.1260-7.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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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ll enterprises in all sectors”.38 
The Panel found that these measures 

caused serious prejudice to the interests of 
the EU. It found that “the aeronautics 
R&D subsidies contributed in a genuine 
and substantial way to Boeing’s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the 787 
and that, in the light of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the LCA industry, … 

conferred a competitive advantage on 
Boeing”.39 In turn, “the effect of the 
aeronautics R&D subsidies is a threat of 
displacement and impedance of European 
Communities’ exports from third country 
market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3(b) … , with respect to the 200-300 
seat wide-body LCA product market, and 
significant lost sales and significant price 
suppress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3(c) … with respect to that 
product market”, thereby generating 
serious prejudice to the EU’s interests 
under SCM Article 5(c).40 The basis for 
this decision was that the subsidies 
enabled Boeing to sell the new, more 
technologically advanced 787 in this 
product market, which led Airbus to lose 
orders for the A330 and the A350 from 
airlines in Australia, Ethiopia, Kenya and 

Iceland.41 Airbus also lowered the prices 
of these LCA to compete, which the 
Panel concluded constituted significant 
price suppression.42

The Panel also considered a number of 
tax incentives that had been challenged by 
the EU. It concluded that the Foreign 
Sales Corporation tax system and the 
State of Washington B&O tax subsidies 
displaced and impeded the EU’s exports 
from third country markets within the 
meaning of SCM Article 6.3(b), and 
caused significant price suppression and 
significant lost sal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3(c) in that product market.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ppealed specific Panel findings to the 
Appellate Body in April 2011. 

The Appellate Body rejected the 
Panel’s “principal benefit” test for 
examining whether the NASA and DOD 
R&D contracts provided a financial 
contribution and considered that both 
were more akin to a joint venture than the 
purchase of a service. It thus declared 
moot and of no legal effect the findings 
of the Panel on this point and considered 
that these R&D contracts were covered as 
a form of direct transfer of funds.43 

38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s. 7.1276, 7.1294.

39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 7.1773. 

40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s. 7.1797, 7.184. 

41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 7.1794. 

42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 7.1794.

43 Appellate Body Report, US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s. 597, 611, 624. This “joint venture” finding 
was rightly criticized in Neven and Sykes,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Second Complaint), World Trade Review, (2014)”, 13:2, pp. 281-298, pp. 28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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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overall, the Appellate Body 
upheld the Panel’s findings that certain 
aeronautics R&D subsidies caused serious 
prejudice to the EC within the meaning of 
SCM Articles 5(c), and 6.3(b)-(c), but 
reversed certain aspects of its findings 
related to the threat of displacement in 
certain markets. It further reversed a 
series of findings by the Panel related to 
the serious prejudice caused by the 
FSC/ETI tax regime, and certain 
Washington State and Kansas tax 
subsidies. The Appellate Body circulated 
its report to the WTO membership on 12 
March 2012. 

Interestingly, for example, the 
Appellate Body reversed the Panel’s 
findings with respect to benefit,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Panel “did not make 
a proper comparison of the terms of the 
NASA procurement contracts and the 
USDOD assistance instruments with the 
terms of a market transaction as required 
under Article 1.1(b)”.44 However, 
completing the analysis, the Appellate 
Body concluded that the subsidies 
conferred a benefit on Boeing because, 
under the R&D contracts in question, 

“Boeing obtained more and NASA and 
the USDOD obtained less than they 
would have obtained in the market”, 
which was enough to confer a benefit.45 

The Appellate Body also reversed a 
number of findings related to the 
technology and price effects of the 
subsidies, and considered that the Panel 
failed to appreciate the collective effects 
of the various subsidies. Nevertheless, it 
maintained the Panel’s recommendation 
pursuant to SCM Agreement Article 7.8 
with respect to any findings of the Panel 
that it upheld (i.e., that the United States, 
for those subsidies found to have caused 
adverse effects, “take appropriate steps to 
remove the adverse effects … or to 
withdraw the subsidy”).46

On 23 September 2012, the US 
informed the DSB that it had taken steps 
to bring its measures into conformity with 
its WTO obligations and thus complied 
with the DSB’s recommendations and 
rulings. The EU disagreed and, on 11 
October 2012, the EU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Compliance Panel. The 
Compliance Panel circulated its report on 
9 June 2017.

The Compliance Panel concluded that 
“the allocation of patent rights and related 
licence rights under the amended 
procurement contracts and assistance 
instruments remains more favourable to 
Boeing as commissioned party than the 
corresponding allocations to 
commissioned parties under the private 

44 Appellate Body Report, US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 647. 

45 Appellate Body Report, US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s. 662, 666.

46 Appellate Body Report, US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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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ve R&D agreements before the 
Panel”.47 It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United States had failed to withdraw this 
subsidy in accordance with Article 7.8.48 
The Panel also looked at “new” subsidies 
that the United States either granted or 
maintained after 2006 (i.e., the end of the 
period examined by the original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It found that, by 
granting or maintaining a number of these 
subsidies after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United States 
failed to withdraw the subsidy in 
accordance with SCM Article 7.8. At the 
same time, the Panel found that the EU 
had failed to establish that multiple 
measures alleged by the EU were specific 
subsidies.49

The Compliance Panel issued a split 
ruling, finding generally that the R&D 
subsidies were not a genuine and 
substantial cause of significant lost sales, 
significant price suppression, or impedance 
of imports to the US market or exports to 
other markets, for both single aisle and 

twin-aisle LCA. At the same time, it 
concluded that the Washington State 
B&O tax subsidies were a genuine and 
substantial cause of significant lost sales, 
and a threat of impedance of exports in 
the single aisle LCA market.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the Washington State B&O 
tax rate reduction were a genuine and 
substantial cause of significant lost sales, 
under SCM Articles 5(c) and 6.3(c), of 
new A320 models in the single-aisle LCA 
market, with respect to sales campaigns 
for FlyDubai in 2014, Air Canada in 
2013, and Icelandair in 2013.50 And the 
effects of the Washington State B&O tax 
rate reduction were a genuine and 
substantial cause of a threat of impedance 
of imports of new A320 models to the 
US single- aisle market, and a threat of 
impedance of exports of Airbus 
single-aisle LCA in the United Arab 
Emirates third country market, under 
Articles 5(c) and 6.3(a).51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Compliance Panel ruled that, by continu-

47 Panel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Large Civil Aircraft (Second Complaint) (Recourse by the European Union 
to Article 21.5 of the DSU), WT/DS353/RW, adopted 11 April 2019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353/AB/RW, para. 8.45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Article 21.5 – EU)”). 

48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Article 21.5 – EU), para. 8.50. 

49 These were as follows: certain transactions pursuant to pre-2007 and post-2006 DOD procurement contracts; 
(2) tax exemptions and exclusions under FSC/ETI (and successor) legislation; tax abatements provided through 
IRBs issued by the City of Wichita; South Carolina sub-lease of the Project Site; South Carolina provision of 
Gemini and Emerald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South Carolina fee-in-lieu-of taxes arrangements; South 
Carolina corporate income tax credits in connection with designation of Project Gemini and Project Emerald 
portions of the Project Site as part of same multi-county industrial park; the South Carolina Income Allocation 
and Apportionment Agreement; and the South Carolina workforce recruitment, training and development 
program.

50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Article 21.5 – EU), paras. 9.378-9.407.

51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Article 21.5 – EU), paras. 9.408-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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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to violate SCM Articles 5(c), 6.3(a), 
6.3(b) and 6.3(c) through the measures 
that it had found to be specific subsidies, 
the United States failed to comply with 
the DSB recommendations and rulings.52

Both the EU and the US appealed 
specific Panel findings to the Appellate 
Body. The Appellate Body circulated its 
report on 28 March 2019. It was a split 
decision with a number of findings 
reversing the Panel’s finding while 
upholding other findings.

For example, the Appellate Body found 
a number of violations of Article 11 of 
the DSU by the Panel, including in 
respect of its examination of the evidence 
related to the DOD R&D procurement 
contracts. It also reversed the Panel’s 
approach to the characterization of the 
DOD R&D procurement contracts but 
found that it was unable to complete the 
legal analysis, leaving the issue 
unresolved.53 Moreover, it reversed the 
Compliance Panel’s findings with respect 
to the EU’s failure to establish that the 
pre-2007 aeronautics R&D subsidies were 
a genuine and substantial cause of any of 
the forms of serious prejudice alleged 
with respect to the A350XWB and the 
new A320neo in the post-implementation 

period.54 However, the Appellate Body 
was unable to complete the analysis 
regarding whether there remained 
acceleration effects of the pre-2007 
aeronautics R&D subsidies in the 
post-implementation period.55 At the same 
time, the Appellate Body affirmed the 
Compliance Panel’s interpretation of 
Articles 5 and 6.3, and found that it did 
not violate DSU Article 11 when 
evaluating the price effects of the tied tax 
subsidies.56 It therefore upheld the Panel’s 
finding that the EU failed to establish that 
the tied tax subsidies cause serious 
prejudice under SCM Articles 5(c) and 
6.3, in the twin-aisle LCA market in the 
post-implementation period.57 The 
Appellate Body further upheld the 
Compliance Panel’s findings that the EU 
established that the tied tax subsidies 
caused significant lost sales under Articles 
5(c) and 6.3(c) in the single-aisle LCA 
market, with respect to three sales 
campaigns in the post-implementation 
period. It further affirmed the Compliance 
Panel’s finding of a threat of impedance 
of imports of Airbus single-aisle LCA to 
the US and exports of Airbus single-aisle 
LCA to the UAE, under Articles 5(c) and 
6.3(a)-(b), in the post-implementation 

52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Article 21.5 – EU), paras. 11.10-11.12.

53 Appellate Body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Article 21.5 – EU), para. 5.118.

54 Appellate Body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Article 21.5 – EU), para. 5.421.

55 Appellate Body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Article 21.5 – EU), paras. 5.244-5.443.

56 Appellate Body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Article 21.5 – EU), paras. 5.463-5.512.

57 Appellate Body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Article 21.5 – EU), paras. 5.5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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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In light of the above, the Appellate 

Body recommended that “the DSB 
request the United States to bring its 
measures found in this Report, and in the 
Panel Report as modified by this Report, 
to be inconsistent with the SCM 
Agreement, into conformit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at Agreement”.58

On 5 June 2019, following the 
Appellate Body’s finding that the US had 
failed to bring its measures into 
conformity, the EU requested to resume 
the arbitration proceeding it had started in 
2012 to determine the level of 
countermeasures it could adopt as a result 
of the US’ failure to comply.

On 13 October 2020, the Arbitrators 
released their Decision, determining that 
the EU could request authorization from 
the DSB to take countermeasures at a 
level not exceeding USD 3.9 billion 
annually. The award was less than the 
USD 12 billion annual amount sought by 
the EU. Pursuant to the Decision, the 
countermeasures adopted by the EU may 
take the form of (1) the suspension of 
tariff concessions and related obligations 
under the GATT 1994 and/or the SCM 
Agreement, or (2) the suspension of 
horizontal or sectoral commitments and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EU services 

schedule under the GATS.
On 9 November 2020, EU Trade 

Commissioner Valdis Dombrovskis an-
nounced the adoption by the European 
Commission of a list of US products af-
fected by EU retaliatory tariffs, as au-
thorized by the Arbitrators’ Decision. To 
that extent,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1646, dated 7 November 2020. The 
Annexes to Regulation 2020/1646 specify 
the products to which the retaliatory tar-
iffs apply. Annex I puts in place a 15% 
retaliatory tariff on United States’ LCA 
imported into the EU. Annex II specifies 
a 25% retaliatory tariff on a variety of US 
products, including chocolate bars, tomato 
ketchup, certain types of liquor, light to-
bacco, tractors, salmon, seaweeds, vanilla, 
orange juice, games, and many other 
products.59

3. DS487 United States – 
Conditional Tax Incentives for 

Large Civil Aircraft 

Separate to its challenge in DS353, the 
EU launched a specific dispute against the 
US concerning certain tax incentives to 
Boeing from the State of Washington. 
This challenge in US – Tax Incentives has 
been referred to as the “Baby Boeing” 

58 Appellate Body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Article 21.5 – EU), para. 6.18. 

59 See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1646 of 7 November 202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0R1646&fr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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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The challenged tax measures were 

alleged to offer incentives to local 
production of large civil aircraft in the 
State of Washington. The EU estimated 
the tax breaks to be worth several billion 
dollars. The case focused on so-called 
“siting” provisions. One set of tax 
incentives was available “upon the siting 
of a significant commercial airplane 
manufacturing program” in Washington 
State, a condition met by Boeing’s 777X 
aircraft program. The other siting 
provision stated that certain incentives 
would no longer apply if any final 
assembly or wing assembly of a 
commercial airplane was “sited outside of 
Washington”. The EU argued that the 
siting provisions were prohibited import 
substitution subsidies under SCM Articles 
3.1(b) and 3.2, i.e., subsidies contingent 
upon the use of domestic over imported 
goods. 

The EU requested consultations with 
the US on 19 December 2014, and the 
panel was established on 23 February 
2015. Overall, the Panel found that the 
challenged tax measures constituted 
subsidies under the SCM Agreement, and 
that the EU was successful in 
demonstrating that one measure was 
contingent on the use of domestic over 
imported goods. Thus, the US was found 

to have provided a prohibited subsidy. 
Both the US and the EU appealed 

certain findings of the panel, in December 
2016 and January 2017 respectively. 
Overall, the Appellate Body ruled in 
favor of the US on all issues. It found 
that in order to establish a prohibited 
import substitution subsidy it must be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condition 
requiring the use of domestic over 
imported goods. The Appellate Body 
found no such requirement in the 
Washington State laws.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since “it is the location 
of production, not the imported or 
domestic origin of the resulting product, 
that would trigger the loss of the B&O 
aerospace tax rate”60, there is no import 
substitution contingency. 

Ⅲ. THE CONTRIBUTION OF 
THE AIRCRAFT 
DISPUTE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CM AGREEMENT 

The aircraft disputes involved a large 
number of provisions of the SCM 
Agreement and thus contributed sig-
nificantly to the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disciplines imposed on subsidies by 
the SCM Agreement. The literally thou-

60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Conditional Tax Incentives for Large Civil Aircraft, WT/DS487/AB/R 
adopted 4 September 2017, modifying Panel Report WT/DS487/R, para. 5.73 (“US – Tax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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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s of pages of jurisprudence on 
Articles 1, 2, 3, 5 and 6 of the SCM 
Agreement have elaborated on the defi-
nition of a subsidy, the determination of 
specificity, export contingency and import 
substitu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var-
ious forms of adverse effects and their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subsidies 
found to exist. 

Below, we focus on a few of the most 
important “clarifications” offered by the 
panels and Appellate Body in the context 
of these aircraft disputes and critically 
discuss the guidance offered by the 
Appellate Body. 

1. Determining “benefit” when there 

is no market

Article 1.1 of the SCM Agreement 
provides that “a subsidy shall be deemed 
to exist if … 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 and a benefit is thereby 
conferred”. In calculating the benefit of a 
subsidy, Article 14 of the SCM 
Agreement provides that any calculation 
method must be consistent with certain 
guidelines. It provides specific guidelines 
for four types of financial contributions. 

However, the term “benefit” is not 

otherwise defined in the SCM Agreement. 
In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the Appellate Body recalled 
its earlier jurisprudence that a 
determination of subsidy “benefit” seeks 
to identify whether the financial 
contribution has made “the recipient 
‘better off’ than it would otherwise have 
been, absent that contribution”.61 

Examining whether a financial con-
tribution has made the recipient “better 
off” will depend on what the starting po-
sition is and which markets are under 
consideration. The SCM Agreement does 
not expressly address these different sce-
narios but WTO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have had to address these issues, 
and their jurisprudence offers some lim-
ited guidance. For example, in the aircraft 
context, the financing for new aircraft 
Airbus models required such high upfront 
expenses and was so risky that Airbus 
was unable to find proper financing on 
the market, and thus turned to the various 
governments which have been providing 
“launch aid” since the 1970s. 

The question arose whether and how to 
examine whether the conditions of the 
financing (i.e. essentially success-dependent 
loans) granted by the EU member States, 
including the applicable interest rates 
conferred a benefit. In other words, which 

61 Appellate Body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s. 635-636, 662, and 690 (referring to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WT/DS70/AB/R adopted 
20 August 1999, modifying Panel Report WT/DS70/R, para. 157 (“Canada –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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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benchmark to use when there is 
no real market? 

This seems like an easy situation. If the 
Government feels it necessary to take 
over the risk of launching a new model 
and providing the investment necessary to 
overcome the significant hurdle of 
development costs, it appear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re was no benefit for the 
recipient.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did not follow this rather straightforward 
approach and entered into a complex 
analysis involving discussions about the 
proper risk premium to examine if the 
interest rates in question reflected a 
market benchmark.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entertained arguments 
that the governments had to be seen as 
inside investors, and that their continued 
investment, for example even at a time at 
which certain Airbus companies were in 
financial difficulties, or when the decision 
had to be made on whether to continue 
with the A380 program, were similar to a 
situation of distressed debt. Although it 
was very likely unnecessary for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to engage with such 
complex arguments, their discussion of 
notions of “inside investors” and 
“distressed debt”, in the context of a 

market benchmark analysis, provide 
further clarification on how to approach 
such situations.

First, the special situation of 
establishing a proper market benchmark 
based on a sort of inside-investor 
approach arose in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The EU had 
argued that the internal rate of return62 of 
each of the investments made by the EU 
member States for the launch of a new 
Airbus aircraft model was in line with the 
“project specific risk premium”. The EU 
proposed that this project-specific risk 
premium be determined by looking at the 
contracts that Airbus had with private 
“risk-sharing suppliers” of Airbus. The 
Panel rejected this approach for a number 
of reasons, including because of the 
potential incentive of these risk-sharing 
suppliers to charge lower rates in order to 
get more work from Airbus in the future.63 
The Appellate Body rejected that 
consideration but did agree with the Panel 
that the risk of these “risk-sharing” 
suppliers had been lowered by the very 
launch aid support under examination and 
therefore underestimated the proper 
“market” based risk premium.64 However, 
the Appellate Body did not otherwise 

62 As explained by the Appellate Body, “The ‘internal rate of return’ (‘IRR’) is the ‘rate of interest which you would 
have to use in discounting the flow over time of net revenue generated by an investment such that the present 
value of the net revenue flows is equal to the capital sum invested. The internal rate of return, therefore, is 
the discount rate at which the net present value of a project is zero’. (Dictionary of Economics, G. Bannock, 
R.E. Baxter, E. Davis (eds) (Profile Books Ltd, 1999), p. 214).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fn. 1827.

63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s. 865,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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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ect the idea of using risk-sharing 
suppliers (a sort of inside-investors) as the 
proper benchmark and in fact upheld the 
Panel’s findings using this risk-sharing 
supplier-based benchmark.65 

The EU argued that the Panel’s 
statement about suppliers having an 
incentive to lower their expected rates of 
return “appears to be premised on a 
suggestion that the actions of a market 
actor that has an existing business 
relationship with a company that is 
allegedly subsidized cannot serve as a 
benchmark because they would somehow 
be tainted”, alleging that this rejection 
had been based on the notion of the 
outside/inside investor approach that was 
rejected by the Appellate Body in Japan 
– DRAMs (Korea). The European Union 
contended that, for risk-sharing supplier 
agreements negotiated at arm’s length, 
there is simply no justification to 
conclude that the agreed rates do not 
reflect the market. The Appellate Body 
did “not agree with the European Union 
that the Panel based its conclusion on a 
distinction between inside and outside 
investors, contrary to the Appellate 
Body’s statement in Japan – DRAMs 
(Korea) that such distinction was not 
‘helpful’”. The Appellate Body stated that 

it understood the Panel to have referred 
appropriately “to broader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sharing 
suppliers and Airbus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that could influence the 
rate of return of the risk-sharing 
suppliers”.66 Although it did find fault 
with certain aspects of the Panel’s 
reasoning, it thus ultimately upheld the 
Panel’s findings.

However,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also rejected the United States’ 
approach of using the rates of return 
demanded by venture funds as the proper 
basis, since such funds normally invest in 
smaller, high-risk companies at an early 
stage of the project. This is different from 
an established large company such as 
Airbus, with a series of successful aircraft 
models to demonstrate its chances of 
success. The Appellate Body also 
considered that it was thus inconsistent of 
the Panel to nevertheless have used the 
venture-based US risk premium as part of 
the range of risk premiums.67 A venture 
fund would be the ultimate “outside 
investor”, while the governments had 
experience with Airbus and an incentive 
resulting from previous successful models 
to invest. 

In the context of this debate, the 

64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s. 903 - 907.

65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s. 923 - 929.

66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912.

67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s. 811, 822, 89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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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llate Body explained the ex ante 
approach to the rationality of an 
investment that must be taken, unrelated 
to the outside/inside investor approach. 
Essentially, this is the test for determining 
whether an investment is commercially 
reasonable or whether it confers a benefit:

Because the assessment focuses on the mo-
ment in time when the lender and borrower 
commit to the transaction, it must look at how 
the loan is structured and how risk is factored 
in, rather than looking at how the loan ac-
tually performs over time. Such ex ante analy-
sis of financial transactions is commonly used 
and appropriate financial models have been 
developed for these purposes. The analysis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proceeds as 
follows. The investor commits resources to an 
investment in the expectation of a future 
stream of earnings that will provide a positive 
return on the investment made. In deciding 
whether to commit resources to a particular 
investment, the investor will consider alter-
native investment opportunities. The investor 
will make its decision to invest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the deci-
sion is made about market conditions and pro-
jections about how those economic conditions 
are likely to develop (future demand and price 
for the product, future costs, etc.). The in-
formation available will be, in most cases, 
imperfect. The investor does not have perfect 
foresight and thus there is always some like-
lihood, in some instances a sizeable one, that 
the investor’s projections will deviate sig-

nificantly from what actually transpires. 
Hence, determining whether the investment 
was commercially rational is to be ascertained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was available to 
the investor at the time the decision to invest 
was made. The commercial rationality of an 
investment cannot be ascertained on the basis 
of how the investment in fact performed be-
cause such an analysis has nothing useful to 
say about the basis upon which the investment 
was made. The investment could have earned 
a rate of return that exceeded, or was less 
than, the going market rate, but it was not 
predetermined to do so.68

Second, the SCM Agreement does not contain 
any specific guidance or disciplines with re-
spect to distressed markets, nor have WTO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significantly 
engaged with the status of such markets under 
the SCM Agreement. In Japan – DRAMs 
(Korea), in underscoring that market bench-
marks must be used in assessing subsidy ben-
efits and that markets may come in many dif-
ferent forms, the Appellate Body noted:

The terms of a financial transaction must be 
assessed against the terms that would result 
from unconstrained exchange in the relevant 
market. The relevant market may be more or 
less developed; it may be made up of many or 
few participants. By way of example, there 
are now well-established markets in many 
economies for distressed debt, and a variety of 
financial instruments are traded on these 
markets.69

68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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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dispute, the reference to 
“distressed debt” was made to support the 
point that markets may look very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at issue, but that whatever 
the informational constraints may be, it is 
always a market-determined benchmark 
that must be used for the assessment of a 
subsidy benefit. Thus, in a situation 
where a “distressed” company is 
involved, the correct analytical approach 
is to establish what “rational” investors 
would have done with respect to that 
“distressed” company. If no vulture fund 
is willing to invest in the distressed 
company, this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was not acting as a rational 
investor when it decided to nevertheless 
provide equity capital to that distressed 
company. 

This was also the approach taken by 
the Appellate Body in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The 
EU challenged a Panel finding on the 
subsidy benefit concerning the transfer of 
certain shares, arguing essentially that the 
Panel failed to recognize the evidence 
showing that the shares had been 
transferred on market terms.70 The 
transaction in question concerned an 
equity investment in a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y, Aérospatiale, which 
involved consolidation of assets and 
subsequent public offering of shares.

The Appellate Body noted that Article 
14(a) of the SCM Agreement focuses the 
inquiry on the “investment decision”, 
which reflects an ex ante assessment of 
the equity investment (i.e. taking into ac-
count the costs and expected returns of 
the transaction as compared to the usual 
investment practice of private investors at 
the moment the decision to invest is un-
dertaken). It noted that, in its analysis of 
benefit, the panel considered that the fact 
that Aérospatiale was undercapitalized did 
not necessarily mean that a private invest-
or would not have provided capital to the 
company. 

However, in the Appellate Body’s 
view, the Panel failed to identify the 
correct “investment decision” and, thus, 
the finding of whether the company was 
in a position to attract private capital was 
not made in light of the “particular costs 
and expected returns associated with that 
decision”.71 Specifically,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Panel did not address 
factors relating to the distressed nature of 
the company:

A distressed company can be revived through 

69 Appellate Body Report, Japan – Countervailing Duties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ies from Korea, 
WT/DS336/AB/R, adopted 17 December 2007 modifying Panel Report WT/DS336/R, para. 172 (“Japan – DRAMs 
(Korea)”).

70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1018.

71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s. 1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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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tructuring in the form of an equity in-
fusion if the reconstituted company is expected 
to generate sufficient synergies or profits to 
secure a market return. The panel, however, 
appears to have limited its conclusion to an 
assessment of the financial health of 
Aérospatiale immediately prior to the share 
transfer. As we have noted, although the 
Panel referred to the prospective con-
solidation and privatization of the French 
Government’s holdings in Aérospatiale and 
Dassault Aviation, it did so only to conclude 
that there were strategic interests associated 
with accelerating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to strengthen the French Government’s posi-
tion in the overall consolidation of the 
European aerospace industry. This, however, 
failed to engage the central question of 
whether the anticipated returns of the equity 
investment were sufficient to justify the costs, 
including the loss of control of Dassault 
Aviation, of transferring the French 
Government’s stake in Dassault Aviation to 
Aérospatiale.72

In sum, a distressed company can be 
“rationally” revived through a restructur-
ing in the form of an equity infusion if 
the reconstituted company is expected to 
generate sufficient synergies or profits to 
secure a market return. This is what a 
panel is to examine, according to the 
Appellate Body. It is not simply about the 
financial health of the company before the 
investment, but the focus should rather be 

on what the prospects are in terms of the 
rate of return for such an investment. 
Therefore, the proper benchmark is the 
“distressed debt” market and the analysis 
must fully take into account the distressed 
nature of the investment in question, i.e. 
the costs and expected returns of the 
transaction, as compared to the usual in-
vestment practice of private investors.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thus 
provided an important clarification for ad-
dressing government financing for costly 
and risky projects, as well as for compa-
nies that are undergoing restructuring. 
That is helpful even if the level of guid-
ance remains vague and leaves important 
questions unanswered. For example, the 
Panel or Appellate Body did not clarify 
how to go about calculating the proj-
ect-specific “risk premium”. It rejected 
the project-specific risk premium calcu-
lated by the US expert as too high, and 
also did not approve the EU proposed risk 
premium, simply noting that even assum-
ing this risk premium was adequate, the 
EU financing was still based on an inter-
est rate that was below the market rate. 
Perhaps the most important lesson to be 
learned from this unduly lengthy and 
complex debate about the beneficial na-
ture of the “launch aid” given by the vari-
ous governments is that it would be pru-
dent to include a process that provides an 

72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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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the commercially rational 
basis of an investment decision prior to 
the financing being provided. Following 
the process that a commercial investor 
goes through before entering into an 
agreement is key to defending a govern-
ment investment, and may avoid the nev-
er-ending battle of experts with no win-
ners in the context of a WTO dispute 
many years after the fact. This being said, 
some realities are difficult to walk away 
from: if the government wants to support 
a company and provide “launch aid”, it 
will likely be considered as having pro-
vided a benefit to that company, leaving 
it better off than it would otherwise have 
been. Maybe that is all that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should have said.

2. Extinction of benefit due to 

share transactions 

Another important issue that dominated 
the subsidy debate in the aircraft disputes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subsidy can be (completely or partly) 
“undone”(i.e. extinguished as a result of 
certain intervening events, such as 
privatizations of formerly government- 
owned companies or other more limited 
share transactions by which the 

government extracts its investment). 
In particular, in EC and certain mem-

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the EU 
argued that certain subsidies had been ex-
tinguished based on transactions involving 
sales of shares by the government in gov-
ernment-owned companies, which were 
made at arm’s length and for fair market 
value. 

There is a long history to this question 
of privatization and its effect on prior 
subsidization. In U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EC Products, the 
Panel followed the guidance from the 
Appellate Body in Lead and Bismuth II. 
The Panel found that whenever a privati-
zation has taken place at arm’s length and 
for fair market value it must be found 
that “no benefit resulting from the prior 
financial contribution (or subsidization) 
continues to accrue to the privatized pro-
ducer”.73 Specifically, the Panel noted 
that “the privatization transaction for fair 
market value includes the repayment to 
the government of the subsidy as valued 
by the market at the time of privatiza-
tion”.74 However, in the subsequent ap-
peal, the Appellate Body surprisingly dis-
agreed with aspects of this finding.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Panel had 
essentially created an irrefutable pre-

73 Panel Report, US – Countervailing Measures Concerning Certain Products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WT/DS212/R adopted 8 January 2003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212/AB/R, para. 8.1(d) (“U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EC Products”).

74 Panel Report, U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EC Products, para.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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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ption that every time fair market val-
ue is paid, the “benefit” automatically 
disappears. It reasoned that there is no 
such inflexible rule, but rather that the 
presumption is rebuttable. It added that 
the expiry of a benefit derived from 
pre-privatization financial contributions 
following a privatization at arm’s length 
and for fair market value, “depends on 
the facts of each case”.75 For instance, if 
the government shapes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in which markets operate”, 
the fair market price of a state-owned en-
terprise is not “necessarily always un-
related to government action”, and the 
privatization does not necessarily ex-
tinguish the subsidy.76

In the aircraft context, the privatizations 
in question were partial, as certain EU 
member State governments maintained 
ownership. In this regard, the US argued 
that only full privatizations could have 
the effect of extinguishing a subsidy, and 
that no such extinguishment could be 
presumed. The EU, on the other hand, 
argued that there is a presumption that 
subsidies are extinguished when there is 
the sale of a producer at arm’s length and 
for fair market value, and that this 
presumption applies to full and partial 
privatizations alike.77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Members of the Division of the Appellate 
Body were not able to agree on a 
“common view” of whether “partial 
privatizations and private-to-private sales” 
transactions may extinguish a prior 
subsidy. Instead, each Member of the 
Division set out its separate views:78

∙ One Member was of the view that 
the presumption of the extinction of 
benefits only applied to full privati-
zations, provided the transaction was 
made at arm’s length and for fair 
market value, involving a complete 
or substantial transfer of ownership 
and control.

∙ A second Member argued that the 
presumption of the extinction of 
benefits extended to both full and 
partial privatizations, adding that it is 
a fact-specific determination, and that 
panels must examine the extent to 
which partial privatizations result in 
the transfer of control to new owners 
who paid fair market value for shares 
in the company.

∙ The third Member disputed the case 
law that a subsidy would be ex-
tinguished if a company is sold at 
arm’s-length and for fair market 
value. It noted that the value of a 

75 Appellate Body Report, U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EC Products, paras. 126-127.

76 Appellate Body Report, U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EC Products, para. 124.

77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719.

78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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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s assets does not change as 
a result of the mere transfer of own-
ership to a private investor. Given 
that the value of an asset at the time 
of sale incorporates the benefit pre-
viously accrued under a subsidy, the 
subsidy naturally remains unaffected 
by a subsequent partial privatization.

Despite disagreement among the 
Members of the Division, the Appellate 
Body turned to the substance of the issue. 
It noted that the Panel’s approach to the 
question of whether subsidies had been 
extinguished was to examine whether the 
transactions at issue involved changes in 
ownership where (i) benefits resulting 
from a prior non-recurring financial 
contribution (ii) are bestowed on a 
state-owned enterprise (iii) following a 
privatization at arm’s length and for fair 
market value, and (iv) the government 
transfers all, or substantially all, the 
property and retains no controlling 
interest in the privatized producer. Based 
on this test, the Panel had found that none 
of the transactions at issue met the 
criteria for full privatization, and thus the 
prior benefits had not been 
“extinguished”.79

The Appellate Body considered that the 
Panel’s analysis was in error with respect 
to a number of aspects, such as the 

Panel’s failure to address specific 
evidence from the EU that some of the 
transactions were made at arm’s length 
terms and at fair market value. It also 
found that the Panel had not sufficiently 
explained why and how a transfer of 
control might have been relevant for its 
analysis of extinction. Accordingly, the 
Appellate Body reversed the Panel’s 
reasoning and findings that the sale 
transactions did not extinguish a portion 
of past subsidies.80 It was unable to 
complete the legal analysis, as there were 
insufficient factual findings by the Panel 
or undisputed facts on the Panel record.

In the subsequent compliance proceed-
ing in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the issue arose again 
as the EU suggested it had achieved com-
pliance through the extinction of certain 
subsidies. The Compliance Panel noted 
the individual views of the Appellate 
Body in relation to whether “partial priva-
tizations and private-to-private sales” 
transactions may extinguish a prior 
subsidy. It found that, “in the absence of 
a single clearly articulated Appellate 
Body view about the extent to which 
‘partial privatizations and private-to-pri-
vate sales’ transactions may extinguish a 
prior subsidy and, therefore, the legal 
standard that should have guided the orig-

79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729.

80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s. 73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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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l panel’s factual analysis, it is not ap-
parent to us exactly what elements must 
or must not be established in order to ac-
cept or reject the European Union’s 
‘extinction’ arguments in this compliance 
dispute”.81 The Panel noted that only one 
Appellate Body Member accepted that the 
rationale of the full “privatization cases” 
may equally apply in situations of a parti-
al privatization or private-to-private share 
transfers. It considered that “the second 
Appellate Body member appears to have 
cautiously advocated for a fact-specific 
approach to determining whether the ra-
tionale of the ‘privatization cases’ may 
apply to ‘partial privatizations or pri-
vate-to- private’ sales transactions” and 
that “this logic implies that the merits of 
the European Union’s ‘extinction’ argu-
ments should be determined by assessing 
whether the relevant sales transactions: (a) 
were made at ‘arm’s length’; (b) were for 
‘fair market value’; and (c) ‘resulted in a 
transfer of control’ from the State to new 
private owners”.82 That is how it exam-
ined the facts. Applying these three cri-
teria, the Compliance Panel rejected the 
EU’s arguments. It found that the record 
evidence either demonstrated that there 
was no arm’s length transaction or the 
transaction did not result in transfer of 

control.83 The EU did not appeal these 
findings.

In sum, the Appellate Body has found 
that a full privatization, conducted at 
arm’s length and for fair market value 
constitutes a presumption that prior 
subsidies have been extinguished. This is 
not an inflexible rule in all circumstances, 
but rather a presumption that is subject to 
rebuttal. The case law has also not 
foreclosed that partial privatization or 
private-to-private sale transactions may 
also extinguish past subsidies. Whether 
that is the case is a fact-intensive inquiry 
into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hanges in ownership, in particular 
whether the sale was at arm’s length, for 
fair market value, and resulted in a 
transfer of control to the new owners. 

This debate about privatization and 
related share transactions is a painful 
example of the Appellate Body’s failure 
to provide security and predictability. 
Rather than “to clarify existing 
provisions” as it is required to under 
Article 3.2 of the DSU, the Appellate 
Body muddied the waters. Coming up 
with three separate opinions on the same 
matter, but rejecting what the Panel had 
done, while also refusing to complete the 
legal analysis, is not the contribution that 

81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 6.966.

82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 6.972.

83 See, e.g.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s. 6.977, 
6.1010, 6.1035, 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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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Members expect from the Appellate 
Body. 

This failure is all the more troublesome 
given that it was all related to a confused 
approach that the Appellate Body itself 
had started in US – Lead and Bismuth II 
where it found that privatization at arm’s 
length and for fair market value 
extinguishes the benefit.84 It subsequently 
felt it had to nuance that conclusion in 
US – Certain Countervailing Measures, 
where it reversed the Panel, which had 
simply followed the Appellate Body’s 
“guidance” from US – Lead and Bismuth 
II. And, when it is confronted with 
creative arguments made by the EU on 
the basis of this confused case law, the 
Appellate Body essentially walks away 
from its responsibilities and throws the 
towel in the ring. The Appellate Body has 
had better days. 

3. Determining export contingency 

in a market where exports are 

an obvious expectation

A subsidy is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or import substitution if ex-
port performance or import substitution is 
one of the conditions for granting the 
subsidy. As noted by the Appellate Body 
in Canada – Aircraft, this common under-
standing of the word “contingent” as 
“conditional” or “dependent for its ex-
istence on something else” is borne out 
by the text of Article 3.1(a) of the SCM 
Agreement, which makes an explicit link 
between “contingency” and “condition-
ality” in stating that export contingency 
can be the sole or “one of several other 
conditions”.85 

With regard to export subsidies, the 
letter of SCM Article 3.1 (a) (‘either in 
law or in fact’) leaves no doubt that the 
subsidy program which appears to be 
neutral but is, in fact,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is prohibited. The 

84 For a critical review of this approach, see Petros Mavroidis and Gene Grossman, “Here today, gone tomorrow? 
Privatization and the injury cause by non-recurring subsidies” in Henrik Horn and Petros Mavroidis, The WTO 
Case Law of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188. The authors convincingly argue that the focus 
on the fair market value of a privatization is in error given that the SCM Agreement is about preventing harm 
to producers and is not concerned about the wealth of new owners: “Accordingly, the observation that the assets 
were divested by the UK government at fair market price is irrelevant to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original 
subsidy conferred a benefit to the current producers of leaded bars that continues to impact adversely the 
producers of like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85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Aircraft, para. 166. Interestingly, in a footnote the Appellate Body distanced 
itself from the but for test applied by the Panel in determining whether contingency existed or not. The Appellate 
Body noted that the Panel considered that the most effective means of demonstrating whether a subsidy is 
contingent in fact upon export performance is to examine whether the subsidy would have been granted but 
for the anticipated exportation or export earnings (Panel Report, para. 9.332). It considered that while the Panel 
did not err in its overall approach to de facto export contingency, panels must interpret and apply the language 
actually used in the treaty.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Aircraft, fn.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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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hibition of de facto export contingency 
operates as an anti-circumvention 
provision against attempts by WTO 
Members to link benefits to exports 
without explicitly stating in the law that 
this has indeed been the case.

According to the Appellate Body, the 
existence of this de facto relationship of 
contingency between the subsidy and 
export performance must be inferred from 
“the total configuration of the facts 
constituting and surrounding the granting 
of the subsidy”.86 In other words, it may 
well be that the conditions for obtaining a 
subsidy appear neutral and not directly 
linked to export performance. Yet the 
requirements imposed on the recipient of 
the subsidy are such that they reveal the 
underlying and assumed contingency. As 
footnote 4 to Article 3 SCM Agreement 
explains, the de facto contingency “standard 
is met when the facts demonstrate that the 
granting of a subsidy, without having 
been made legally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is in fact tied to actual or 
anticipated exportation or export 
earnings”. It further adds that the mere 

fact that a subsidy is granted to 
enterprises which export shall not for that 
reason alone be considered to be an 
export subsidy within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An important clarification of what de 
facto export contingency means was 
provided by the Appellate Body in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Reversing the Panel’s finding of 
export contingency87, the Appellate Body 
considered that the test was whether the 
granting of the subsidy is “geared to 
induce the promotion of future export 
performance”88 by the recipient. It 
explained that the standard for de facto 
export contingency under Article 3.1(a) 
and footnote 4 of the SCM Agreement 
would be met when the subsidy is granted 
so as to provide an incentive to the 
recipient to export in a way that is not 
simply reflective of the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in the domestic and 
export markets undistorted by the granting 
of the subsidy. It recalled that the 
existence of de facto export contingency, 
as set out above, “must be inferred from 

86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Aircraft, para. 167.

87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1063: “By using the word 
‘because’, the Panel equated the standard of export contingency with the reason(s) for granting a subsidy. The 
Panel’s findings indicate a standard that requires anticipated exportation to be the reason for the granting of 
a subsidy. We have explained above that the standard for finding that the granting of a subsidy is in fact tied 
to anticipated exportation is not met simply by showing that anticipated exportation is the reason for granting 
the subsidy. The test is whether the granting of the subsidy is geared to induce the promotion of future export 
performance by the recipient. The authority’s reasons for the granting of the subsidy may provide some evidence 
to meet the correct standard, but it is not to be equated with that standard. The reason for granting the subsidy 
is not the same thing as whether the granting of the subsidy is geared to induce the promotion of future export 
performance by the recipient”.

88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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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configuration of the facts 
constituting and surrounding the granting 
of the subsidy”, which may include the 
following factors: (i) the design and 
structure of the measure granting the 
subsidy; (ii) the modalities of operation 
set out in such a measure; and (iii) the 
relevant factual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granting of the subsidy that provide 
the context for understanding the 
measure’s design, structure, and 
modalities of operation.89

The Appellate Body also offered a 
suggestion in terms of the evidence to 
present when demonstrating export 
contingency based on a so called “ratio” 
analysis that consist of a comparison 
between, on the one hand, the ratio of 
anticipated export and domestic sales of 
the subsidized product that would come 
about in consequence of the granting of 
the subsidy, and, on the other hand, the 
situation in the absence of the subsidy.

Moreover, where relevant evidence ex-
ists, the assessment could be based on a 
comparison between, on the one hand, the 
ratio of anticipated export and domestic 
sales of the subsidized product that would 
come about in consequence of the grant-
ing of the subsidy, and, on the other 
hand, the situation in the absence of the 
subsidy. The situation in the absence of 
the subsidy may be understood on the ba-

sis of historical sales of the same product 
by the recipient in the domestic and ex-
port markets before the subsidy was 
granted. In the event that there is no his-
torical data untainted by the subsidy, or 
that the subsidized product is a new prod-
uct for which no historical data exists, the 
comparison could be made with the per-
formance that a profit-maximizing firm 
would hypothetically be expected to ach-
ieve in the export and domestic markets, 
in the absence of the subsidy. Where the 
evidence shows,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that the granting of the subsidy 
provides an incentive to skew anticipated 
sales towards exports, in comparison with 
the historical performance of the recipient 
or the hypothetical performance of a prof-
it-maximizing firm in the absence of the 
subsidy, this would be an indication that 
the granting of the subsidy is in fact tied 
to anticipated exporta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1(a) and footnote 4 
of the SCM Agreement. 

The following numerical examples 
illustrate when the granting of a subsidy 
may, or may not, be geared to induce 
promotion of future export performance 
by a recipient. Assume that a subsidy is 
designed to allow a recipient to increase 
its future production by five units. 
Assume further that the existing ratio of 
the recipient’s export sales to domestic 

89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s. 104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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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at the time the subsidy is granted, 
is two to three. The granting of the 
subsidy will not be tied to anticipated 
exportation if,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anticipated ratio of export sales 
to domestic sales is not greater than the 
existing ratio. In other words, if, under 
the measure granting the subsidy, the 
recipient would not be expected to export 
more than two of the additional five units 
to be produced, then this is indicative of 
the absence of a tie. By contrast, the 
granting of the subsidy would be tied to 
anticipated exportation if, all other things 
equal, the recipient is expected to export 
at least three of the five additional units 
to be produced. In other words, the 
subsidy is designed in such a way that it 
is expected to skew the recipient’s future 
sales in favor of export sales, even though 
the recipient may also be expected to 
increase its domestic sales.90

The Appellate Body at the same time 
insisted that it did not want to suggest 
that the issue of whether the granting of 
a subsidy is in fact tied to anticipated 
exportation could be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actual effects of that 
subsidy, but emphasized that it must be 
assessed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granting authority at the 
time the subsidy is granted. According to 

the Appellate Body, the standard for de 
facto export contingency is therefore not 
satisfied by the subjective motivation of 
the granting government to promote the 
future export performance of the recipient. 
This is not to say, however, that evidence 
regarding the policy reasons of a subsidy 
is necessarily excluded from the inquiry 
into whether a subsidy is geared to induce 
the promotion of future export 
performance by the recipient.91 

Relatedly, in the “baby Boeing” case, 
US – Tax Incentives, the Appellate Body 
also clarified the high standard that must 
be met for a finding of import 
substitution but surprisingly did not use 
the same “geared to induce” test it used 
for export contingency. The Appellate 
Body considered that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contingency, a panel should 
conduct a holistic assessment of all 
relevant elements and evidence on the 
record, and need not compartmentalize its 
de jure and de facto analyses in order to 
reach an overall conclusion as to whether 
a subsidy is contingent upon the use of 
domestic over imported goods”.92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since 
“it is the location of production, not the 
imported or domestic origin of the 
resulting product, that would trigger the 
loss of the B&O aerospace tax rate”93, 

90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s. 1047-1048.

91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s. 1050-1051.

92 Appellate Body Report, US – Tax Incentives, para.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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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import substitution 
contingency. It then added that even if 
conditions for eligibility and access to a 
subsidy may entail certain consequences 
for a domestic producer’s sourcing 
decisions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goods, this alone does not equate to a 
condition requiring the use of domestic 
over imported goods. The Appellate body 
concluded that “while a subsidy may 
operate in such factual circumstances so 
as to foster the use of subsidized 
domestic inputs, and thereby result in 
adverse effects on imports within the 
meaning of Part III of the SCM 
Agreement, such effects do not, in and of 
themselves,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a requirement to use domestic over 
imported good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1(b) of that Agreement”.94

The test developed for export 
contingency in the aircraft disputes 
appears to have replaced the previous test 
from Canada – Aircraft of examining the 
“total configuration of the facts” to 
determine if export performance is one of 
the conditions for the grating of the 
subsidy. The Appellate Body considered 
it wise to replace the term “contingency” 
with “geared to induce the promotion of 
future export performance”, and to 

introduce a “ratio analysis” of how the 
subsidy could affect the ratio of domestic 
v. export sales. But when the parties in 
the compliance dispute tried to apply this 
ratio test, and provided evidence on the 
so-called “Export Inducement Test” and 
the “Ratios Analysis”, the Compliance 
Panel struggled to make sense of the 
Appellate Body “guidance”. After a 
painful exegesis of the Appellate Body 
Report,95 the Compliance Panel ultimately 
settled on the conclusion that the 
Appellate Body did not actually require 
such a test and that it was not clear what 
such a test would add. The Compliance 
Panel considered that the Appellate Body 
report “contains apparently inconclusive 
language regarding the dispositive nature 
of the Ratios Analysis”96. So much for 
the “clarification” to be offered by the 
Appellate Body. The Compliance Panel 
highlighted statements of the Appellate 
Body that could be read to mean that this 
ratios analysis was merely one way of 
demonstrating the contingency, and that 
other evidence could be offered as well. It 
also had to remind itself that the 
Appellate Body had not intended to 
suggest that this ratio test was to examine 
the “actual effects” of the subsidy. 

Fine, but all of this begs the question 

93 Appellate Body Report, US – Tax Incentives, para. 5.73.

94 Appellate Body Report, US – Tax Incentives, paras. 5.75-5.76.

95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s. 6.689- 6.695.

96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 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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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the new “test” actually added 
anything in terms of clarification of the 
term “contingent” in Article 3. In this 
respect, it is not at all clear what is meant 
by the terms “geared to induce the 
promotion of export performance”. It is 
not about export performance per se. In 
fact, it is not even about the promotion of 
export performance or actually inducing 
such promotion, but only about whether 
the subsidy is “geared to induce” such 
promotion of export performance. 

That sounds rather like an 
intention-based test. But the Appellate 
Body made it clear that that was not its 
intention, finding that “the requisite 
conditionality between the subsidy and 
anticipated exportation under Article 
3.1(a) and footnote 4 of the SCM 
Agreement must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objective evidence, rather than 
subjective intent”.97 But of course, the 
Appellate Body would not be the 
Appellate Body if it did not immediately 
add that “[t]his is not to say, however, 
that evidence regarding the policy reasons 
of a subsidy is necessarily excluded from 
the inquiry into whether a subsidy is 
geared to induce the promotion of future 
export performance by the recipient”.98 

Moreover, the ratio test which the 
Appellate Body put forward as the ideal 

evidence to present is bound to lead to 
endless debates about the period of time 
to use for determining the relevant 
baseline ratios and the factors determining 
whether to sell domestically or abroad. 
The suggestion that the parties should 
present different theoretical models of 
how the subsidies were geared to change 
the ratio is an undue invitation for expert 
battles and complex economic modeling 
based on various assumptions that will 
assist no panel in resolving a future 
dispute. After all, the Appellate Body 
clarified that it did not want to “suggest 
that the issue as to whether the granting 
of a subsidy is in fact tied to anticipated 
exportation could be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actual effects of that 
subsidy. Rather, we emphasize that it 
must be assessed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granting 
authority at the time the subsidy is 
granted”.99 In other words, the Appellate 
Body was suggesting that years after the 
granting of a subsidy, in the context of a 
WTO dispute, the parties are to present 
models based on anticipated changes in 
sales ratios, while ignoring any actual 
effects that the subsidy may have had. 
That does not sound like a very useful 
exercise.

Finally, it is remarkable that the related 

97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1050.

98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1051.

99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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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 prohibiting subsidies contingent 
on the use of domestic over imported 
goods (i.e. on import substitution) was not 
interpreted using the same test. Both in 
US – Tax Incentives and in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the 
Appellate Body does not use this test and 
resolves the matter in a different manner. 
As noted by Crivelli and Rubini, the 
compliance Appellate Body did not 
mention this test at all with the result that 
we are currently left in a limbo” and that 
we still “do not know what the precise 
standard for contingency is for import 
substitution subsidies.”100 In addition, the 
different approach to contingency in the 
context of export subsidies and import 
substitution subsidies suggests that the 
term “contingent” has two different 
meanings in these two related provisions. 
That would be strange, to say the least. 

In sum, maybe the good old “total 
configuration of the facts” that allowed 
the panel, as the trier of fact, to reach a 
case-specific and fact-based conclusion on 
whether export performance was a 
condition for granting the subsidy was not 
that bad after all. Replacing one term 
(“contingency”) with another set of words 
(“geared to induce the promotion of 
export performance”) is not the same as 
clarifying existing provisions or providing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he Appellate 
Body’s failure to acknowledge the need 
for consistency in the approach to 
contingency in the context of import 
substitution and export subsidies is also 
troubling. The related failure to provide 
clarity on the meaning of the term 
“contingency” in the context of import 
substitution subsidies is another reason to 
express doubt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 Appellate Body met the objective of 
providing security and predictability. 

4. Determining the life of the 

subsidy and the consequences of 

the expiry of the subsidy

Another interesting question that arose 
in the context of the aircraft disputes was 
whether a subsidy provided many years 
ago can continue to cause serious 
prejudice. Relatedly, what, if any, 
meaning has the requirement to “withdraw 
the subsidy” when the subsidy has been 
fully disbursed?

In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the EU had argued 
that there can be no adverse effects 
caused by subsidy benefits that no longer 
exist such as subsidies that were fully dis-
bursed and granted 30 years ago. The 
Appellate Body disagreed and dis-

100 For a critical review of the failure of the Appellate Body to be consistent in its approach to contingency in 
SCM Article 3, see Crivelli and Rubini, “Flying High in a Plane: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World Trade Review (2020), 19:2, pp. 316-340, p.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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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guished between the requirement to es-
tablish that a subsidy exists, and the sepa-
rate requirement of establishing serious 
prejudice caused by subsidies. As pointed 
out by the Appellate Body, “the fact that 
a subsidy is ‘deemed to exist’ under 
Article 1.1 once there is a financial con-
tribution that confers a benefit does not 
mean that a subsidy does not continue to 
exist after the act of granting the financial 
contribution”.101 The Appellate Body then 
explained its view that a subsidy has a fi-
nite life, but that it is not necessary for 
the benefit of the subsidy to exist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alleged adverse 
effects are felt: 

We understand the participants to agree with 
the basic proposition that a subsidy has a life, 
which may come to an end, either through the 
removal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and/or 
the expiration of the benefit. In the particular 
context of Part III of the SCM Agreement, a 
panel is called upon to determine whether the 
complainant has demonstrated that the re-
sponding party is causing, through the use of 
any subsidy, adverse effects. The fact that 
Article 5 of the SCM Agreement speaks of 
“any subsidy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 which in turn sets 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subsidy is “deemed 
to exist”, does not mean that the subsidy re-
mains unchanged over time. At the time of the 
grant of a subsidy, the subsidy will necessa-
rily be projected to have a finite life and to 

be utilized over that finite period. In order 
properly to assess a complaint under Article 5 
that a subsidy causes adverse effects, a panel 
must take into account that a subsidy pro-
vided accrues and diminishes over time, and 
will have a finite life. The adverse effects 
analysis under Article 5 is distinct from the 
“benefit” analysis under Article 1.1(b) of the 
SCM Agreement and there is consequently no 
need to re-evaluate under Article 5 the 
amount of the benefit conferred pursuant to 
Article 1.1(b). Rather, an adverse effects anal-
ysis under Article 5 must consider the tra-
jectory of the subsidy as it was projected to 
materialize over a certain period at the time 
of the grant. Separately, where it is so ar-
gued, a panel must assess whether there are 
“intervening events” that occurred after the 
grant of the subsidy that may affect the pro-
jected value of the subsidy as determined un-
der the ex ante analysis. Such events may be 
relevant to an adverse effects analysis because 
they may affect the link that a complaining 
party is seeking to establish between the sub-
sidy and its alleged effects.
…

The text of Articles 5 and 6 of the SCM 
Agreement, and in particular the use of the 
present tense in these provisions, does not 
support the proposition that there must be 
“present benefit” during the reference period. 
In its argumentation, the European Union 
conflates present adverse effects, which must 
be demonstrated under Article 6.3, with pres-
ent subsidization, which need not. It is not 
disputed that Article 6.3 is concerned with 

101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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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adverse effects. However, the require-
ment that the effects of subsidies be felt in the 
reference period, does not mean that the sub-
sidies, and in particular the benefit conferred, 
must also be present during that period.102

The Appellate Body thus upheld the 
Panel’s ultimate finding that Articles 5 
and 6 “do not require that a complainant 
demonstrate that a benefit ‘continues’ or 
is ‘present’ during the reference period 
for purposes of an adverse effects 
analysis”.103 On that basis, all of the 
“old” LA/MSF subsidies to the first 
generation of Airbus aircraft remained 
part of the subsidies causing serious 
prejudice. The EU was thus asked to 
bring its measures into conformity by 
withdrawing the subsidy or taking steps to 
remove the adverse effects.

In the compliance phase, the question 
was thus raised what it means to 
“withdraw the subsidy” or “remove the 
adverse effects” in a situation where the 
subsidy has in fact expired, i.e. reached 
the “end of its life” and thus no longer 
“exists”. Based on the above distinction 
developed by the Appellate Body, the 
Compliance Panel found that a number of 
the “old” LA/MSF subsidies for the 
models prior to the A380 (of the early 
2000’s) had expired. It nevertheless 

considered that the EU had not withdrawn 
the subsidy, as the adverse effects 
continued to exist.104 The Compliance 
Panel considered that, “in the light of the 
effects-based nature of the subsidy 
disciplines of Article 5, the extent to 
which these passive ‘expiry’ events may 
be found to amount to the ‘withdrawal’ of 
subsidies for the purpose of Article 7.8 
will depend upon the extent to which they 
bring the European Union and certain 
member States into conformity with 
Article 5 of the SCM Agreement”.105 It 
was thus focused on the adverse effects, 
in line with what it understood to have 
been the guidance offered by the 
Appellate Body. 

The Appellate Body disagreed and 
pointed to the fact that under SCM 
Article 7.8, a Member has the choice to 
either “withdraw the subsidy” or to “re-
move the adverse effects”. If the benefit 
has expired, there is no subsidy to with-
draw anymore and thus compliance has 
been achieved, irrespective of remaining 
adverse effects.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Article 7.8 does not require an 
implementing Member to take steps to re-
move the adverse effects of “subsidies 
that no longer exist”, and therefore re-
versed the Compliance Panel’s inter-

102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s. 709, 712 (emphasis added).

103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715.

104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US), para 6.1102.

105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 6.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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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ation that the Article 7.8 obligations 
apply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ub-
sidies have expired prior to the end of the 
relevant implementation period.106 As a 
result, the Appellate Body concluded that 
the EU had no compliance obligation 
with respect to subsidies that expired be-
fore 1 December 2011,107 as it upheld the 
Compliance Panel’s finding that the 
“lives” of the French, German, and 
Spanish LA/MSF subsidies for the 
A300B/B2/B4, A300-600, A310, A320, 
and A330/A340, and the UK LA/MSF 
subsidies for the A320 and A330/A340 
“expired” before 1 June 2011.108

The Appellate Body’s conclusion is 
remarkable and disconcerting on various 
levels. First, it begs the question of why 
it was helpful to make findings in the 
original proceeding of a continued 
violation caused by expired subsidies, 
when in fact there was no compliance 
obligation with respect to these subsidies. 
It also means that the SCM remedies are 
very weak. If one drags out a dispute for 
long enough, there is nothing more to do 
in terms of compliance even where the 
subsidies were found to cause adverse 
effects and the adverse effects remain part 

of the reality for the competing producer. 
The Appellate Body never examin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its finding but 
based its conclusions solely on a rather 
formalistic reading of the text and the fact 
that Article 7.8 leaves a choice in terms 
of bringing a measure into compliance. 
This does not seem to be a very 
satisfactory approach.109 As the 
Compliance Panel found when it rejected 
the EU argument that was ultimately 
upheld by the Appellate Body, the 
approach adopted by the Appellate Body 
seems to render the original finding 
completely inutile:

While it is true that the Appellate Body has 
declared that a subsidy has a “finite life”, 
which “accrues and diminishes over time”, 
and which “comes to an end”, the Appellate 
Body has never equated the end of the life of 
a subsidy with the cessation of its effects. On 
the contrary, the Appellate Body has explicitly 
found that the effects of a subsidy may well 
persist beyond its expected life, and that ulti-
mately, the extent to which this may be the 
case will be a fact-specific matter. Although 
the age of a subsidy will be an important fac-
tor to consider when making this assessment, 
it will not alone be determinative. Thus, the 

106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s. 5.583, 
6.11.

107 Ibid.
108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s. 

5.400-5.402, 6.12. 

109 For a similarly critical view, see Crivelli and Rubini, “Flying High in a Plane: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World Trade Review (2020), 19:2, 
pp. 316-340,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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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fact that the anticipated life of a sub-
sidy may have expired before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does not preclude that 
the subsidy may be continuing to cause ad-
verse effects in the post-implementation 
period. Ultimately, therefore, we cannot ac-
cept the European Union’s reliance on the 
Appellate Body’s statements to support its 
contention that the passive “expiry” events it 
relies upon mean that it has complied with the 
obligation to “withdraw the subsidy” because, 
as already noted, equating these events with 
the “withdrawal” of subsidies for the purpose 
of Article 7.8 would render any findings of 
adverse effects made against such expired 
subsidies in original proceedings purely de-
claratory, and to this extent render the ef-
fects-based disciplines of Article 5 of the SCM 
Agreement inutile.110

Second, this is a sad example of the 
fact that the Appellate Body clearly failed 
in its endeavor to “clarify” existing 
provisions, as the Compliance Panel 
relied precisely on what it understood to 
be the guidance from the Appellate Body 

in the original proceeding to reach its 
conclusion. And still, this Compliance 
Panel, which included the current WTO 
Legal Affairs Director, Mr. John Adank, 
got it wrong. Clearly, the Appellate Body 
failed to provide security and 
predictability on this issue as well. 

5. Determining what it means to 

“withdraw” the subsidy

In the case of recurring subsidies, it 
seems clear what is intended with the 
requirement in Articles 4.7 and 7.8 of the 
SCM Agreement is to “withdraw” the 
subsidy: if payments continue to be made, 
the subsidy has not been withdrawn.111 

In the case of non-recurring subsidies 
that have been granted in the past, it is 
less clear what the requirement “to 
withdraw” such subsidies without delay 
entails. 

In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US), 

110 Panel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 6.1094.

111 See, e.g. Appellate Body Report, Brazil – Export Financing Programme for Aircraft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Canada), WT/DS46/AB/RW, adopted 4 August 2000, modifying Panel Report WT/DS46/RW, 
para. 45 (“Brazil – Aircraft (Article 21.5 – Canada)”): “In our view, to continue to make payments under an export 
subsidy measure found to be prohibited is not 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 to ‘withdraw’ prohibited export 
subsidies, in the sense of ‘removing’ or ‘taking away’; Or, as the panel in Canada – Aircraft (Article 21.5 – 
Brazil) noted, “a Member cannot be understood to have withdrawn a prohibited subsidy if it has not ceased 
to provide such a subsidy, as that Member therefore would not have ceased to violate its WTO obligations 
in respect of such a subsidy. In our view, therefore, Canada’s obligation arising from the DSB’s recommendation 
in this dispute includes the obligation to cease providing prohibited export subsidies to the regional aircraft 
sector under the TPC”. Panel Report, Canada – 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Brazil), WT/DS70/RW, adopted 4 August 2000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70/AB/RW, para. 5.10 (“Canada – Aircraft (Article 21.5 – Brazil)”); see also Panel Report, US – 
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European 
Communities), WT/DS108/RW, adopted 29 January 2002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108/AB/RW, para. 8.167 (“US – FSC (Article 21.5 –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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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ellate Body finally provided some 
guidance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terms “withdrawal of a subsidy”, which 
(bizarrely) seemed to suggest that 
“withdrawal of the subsidy” under Article 
4.7 of the SCM Agreement regarding pro-
hibited subsidies is not necessarily the 
same as “withdrawal of the subsidy” un-
der Article 7.8 of the SCM Agreement re-
lating to actionable subsidies. Withdrawal 
of the (prohibited) subsidy under Article 
4.7 is about removing the prohibited con-
tingency, while withdrawing the subsidy 
under Article 7.8 would be about the ces-
sation of the granting, or the maintenance 
the subsidy that causes adverse effects: 

Article 4.7 does not require removal of the ef-
fects of such subsidies. Rather, withdrawal un-
der Article 4.7 seeks to eliminate the source 
of the inconsistency, namely, the condition 
that is prohibited under Article 3.1(a) or 
3.1(b). Similarly, Article 7.8 addresses the 
source of the infringement found to exist, and 
requires cessation of conduct consisting of the 
granting or maintaining of subsidies that 
cause adverse effects. It would be incon-
gruous, in our view, if elimination of the 
source of the inconsistency were sufficient to 
comply with an implementing Member’s obli-
gations in the context of Article 4.7, but not 
in the context of Article 7.8.112

This suggestion is surprising, since, in 
US – FSC (Article 21.5 – EC II), the 
Appellate Body stated that “if, in an 
Article 21.5 proceeding, a panel finds that 
the measure taken to comply with the 
Article 4.7 recommendation made in the 
original proceedings does not achieve full 
withdrawal of the prohibited subsidy – 
either because it leaves the entirety or 
part of the original prohibited subsidy in 
place, or because it replaces that subsidy 
with another subsidy prohibited under the 
SCM Agreement – the implementing 
Member continues to be under the 
obligation to achieve full withdrawal of 
the subsidy”.113 

And in the original aircraft proceeding, 
the Appellate Body suggested that the 
remedy of “withdrawal of the subsidy” 
was the same in both contexts, as it held 
that:

“[W]ithdrawal” of a subsidy is the remedy en-
visaged by Article 4.7 (for prohibited sub-
sidies) and an alternative remedy in the con-
text of Article 7.8 (for actionable subsidies).114

The Appellate Body elaborated on the 
meaning of the term “withdraw the 
subsidy” under Article 7.8 of the SCM 
Agreement in the compliance dispute EC 

112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 5.376.

113 Appellate Body Report, US – 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 (Second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European Communities), WT/DS108/AB/RW2, adopted 14 March 2006, modifying Panel 
Report WT/DS108/RW2, para. 84 (“US – FSC (Article 21.5 – EC II)”) (emphasis added).

114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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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Regarding the ordinary meaning of the word 
“withdraw”, we note that the relevant dic-
tionary definitions of this term include: 
“{d}raw back or remove (a thing) from its 
place or position”; “{t}ake back or away 
(something bestowed or enjoyed)”; “{c}ease 
to do, refrain from doing”. This suggests that 
withdrawal of a subsidy, under Article 7.8 of 
the SCM Agreement, concerns the taking 
away of that subsidy, and thus that a Member 
“granting or maintaining” a subsidy cease 
such conduct. In order to withdraw a subsidy, 
an implementing Member may be able to take 
action to align the terms of the subsidy with 
a market benchmark, or to otherwise modify 
the terms of the subsidy such that it no longer 
qualifies as a subsidy. The Panel reasoned in 
this regard that it should be possible to find 
that an implementing Member has 
“withdrawn” – i.e. “taken away” – “a sub-
sidy found to cause adverse effects when the 
terms or conditions of that subsidy have been 
modified in a way that ensures it no longer 
causes adverse effects.” However, it is not 
clear to us how an implementing Member 
could modif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ub-
sidies that no longer exist. Moreover, while 
the pathway identified by the Panel – i.e. 
modification of the terms or conditions of a 
subsidy in a way that ensures it no longer 
causes adverse effects – may provide one way 
for an implementing Member to come into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7.8, we do not see how it would effectively 
differ from the other compliance option pro-
vided for under this provision: the option of 
taking “appropriate steps to remove the ad-
verse effects”.115

The Appellate Body considered that a 
subsidy has a finite life that comes to an 
end at some point in time. In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the Appellate 
Body endorsed the notion of the 
amortization of the benefit over the 
marketing life of the aircraft as being one 
way to assess the duration of the subsidy 
over time:

These findings of the Appellate Body set out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life” of a subsidy. Under this framework, 
it is relevant “to examine the trajectory of the 
life of a subsidy” from both an ex ante per-
spectiv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ven-
ing events.116 The ex ante analysis concerns 
“how the subsidy is affected … by the depre-
ciation of the subsidy that was projected” at 
the time it was granted, and the analysis of 
intervening events involves the evaluation of 
events that occurred after the grant of the 
subsidy that may affect the projected value of 
the subsidy as determined under the ex ante 
analysis.117 Furthermore, in its examination of 
the claims of serious prejudice under Article 

115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 5.366 
(emphasis added).

116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714 (emphas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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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f the SCM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identified certain factors that may be relevant 
to assessing the “trajectory of the life of a 
subsidy”:

{I}n order properly to assess a claim under 
Article 5 of the SCM Agreement, a panel must 
take into account in its ex ante analysis how 
a subsidy is expected to materialize over time. 
A panel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whether 
the life of a subsidy has ended, for example, 
by reason of the amortization of the subsidy 
over the relevant period or because the sub-
sidy was removed from the recipient. …

Although we neither endorse nor reject the spe-
cific amortization methodology proposed by the 
European Union in this case, we see no reason 
to disagree with the notion that allocation of a 
subsidy over the anticipated marketing life of 
an aircraft programme may be one way to as-
sess the duration of a subsidy over time.118

While this provides some clarification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extent to 
which Members still have an obligation to 
do something to withdraw the subsidy,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 is still 
a lot of uncertainty as to how to calculate 
the remaining benefit that is to be 
withdrawn after the subsidy has been 
fully disbursed. It also remains unclear 
how and why the same terms in SCM 
Articles 4.7 and 7.8 can have different 

meanings, in the sense that the one would 
be focused on removing the contingency 
while the latter would require some form 
of withdrawing of the benefit. Despite 
more than seventeen years of litigation, 
we are not much wiser in terms of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all 
important remedy-related concepts. 

Ⅳ. THE AIRCRAFT 
DISPUTES – A FEW 
ADDITIONAL GENERAL 
COMMENTS 

The Airbus and Boeing disputes started 
almost two decades ago and still 
dominate the trade press, as well as the 
political debate betwee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Both sides prevailed on a 
number of claims, and lost others, 
essentially keeping one another in a sort 
of equilibrium, with a slight advantage for 
the US, given that it has received almost 
the double in retaliation rights. However, 
as important is the fact that the A380 
superjumbo did not prove to be a success, 
and it was announced in 2019 that Airbus 
would stop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the A380, simply finalizing the orders 
already received. At the moment, there is 

117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 710.

118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 5.387 
(emphasis added), referring to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s. 1236 and 124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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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ned final delivery of nine A380’s to 
Emirates, and then the whole program 
will be over. However, the A350 and its 
successor, the A350 XWB, have been 
developed, and did become, with launch 
aid support, the subsidized competitor the 
US was afraid of. Although the US has 
been given 7.5 billion USD in annual 
retaliation rights, the fact of the matter 
remains that its litigation strategy failed 
to prevent the creation of the competitor 
to Boeing’s Dreamliner. In that sense, it 
lost the fight. 

In addition to this overarching 
consideration, a few additional general 
comments about the systemic importance 
of these disputes merit being made.

First, the lack of relevance given to the 
above mentioned bilateral “gentleman’s 
agreement” that the EU and the US 
concluded in 1992 (the “1992 
Agreement”) is an important indicator to 
the parties that if they want to resolve 
their dispute or agree on new rules, it 
does not suffice to conclude some 
non-binding gentleman’s agreement. As 
explained, this 1992 Agreement was 
supposed to become the basis for the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o replace the 1979 Tokyo 
Round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Moreover, it was supposed to 

allow a certain degree of subsidization, 
either directly in the form of development 
support (launch aid) up to a certain level 
not exceeding 25 percent of that 
program’s total development cost (Article 
4); or indirectly through indirect 
government support up to 3 percent of the 
annual commercial turnover of the civil 
aircraft industry in the Party concerned 
(Article 5).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rejected the relevance of this 1992 
Agreement, and based their decisions 
purely on the SCM Agreement, much to 
the frustration of the EU which argued 
that its challenged A380 launch aid 
support complied with the 1992 Agree-
ment and was thus “grandfathered”.119 

Second, an important clarification was 
also offered with respect to the discovery 
process under Annex V to the SCM 
Agreement. The US had effectively 
blocked the process in DS353 and the 
DSB failed to initiate the process in 
DS353 as a result. The Panel accepted 
that conclusion, given the allegedly 
limited powers of the DSB, but the 
Appellate Body made it clear that it 
strongly disagreed, and considered that 
the DSB has no choice to make and thus 
no consensus decision is required in this 
respect120. It found that the DSB is 
automatically required to initiate the 

119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paras. 849-855. 

120 Appellate Body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s. 5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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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This is an important clarification 
going forward when it comes to Annex 
V. 

Third, in these disputes, both the EU 
and the US were essentially found to have 
engaged in heavy subsidization of their 
respective industry players, leading to 
adverse effects and serious prejudice to 
the interests of the other Member. 
However, in the context of the assessment 
of serious prejudice, this lack of “clean 
hands” on either side never led to it being 
part of the counterfactual analysis of the 
Panel or Appellate Body. In the 
compliance dispute, the Appellate Body 
rejected the notion that SCM Article 6.4 
requires a complainant to demonstrate that 
its like product is not subsidized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it was displaced or 
impeded entry in a market. However, in 
typical Appellate Body style, it then 
added the warning that “depending on the 
arguments and evidence that the parties 
put before a panel, it may be relevant for 
a panel to consider, as a part of its 
causation analysis, whether the like 
product of the complainant is subsidized
.”121 The Appellate Body thus sawed 
confusion122 as to the ultimate relevance 
of the fact that the complainant itself may 
be providing subsidies as well. In any 

case, it is clear that in these aircraft 
disputes, the Panel or Appellate Body 
never engaged in this counterfactual that 
would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both 
sides were subsidizing. As Neven and 
Sykes point out, this is another weakness 
of the Appellate Body’s analysis in these 
aircraft disputes.123

Fourth, in terms of the economics, this 
was one of the most complex disputes in 
WTO history. Determining the effects of 
40 years of alleged subsidization in a 
market that is a duopoly, and with very 
limited guidance from the SCM, 
Agreement is a complex matter. Expert 
reports on both sides, with complex cal-
culations and different models, were ex-
amined by panelists and Appellate Body 
Members with very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issues. This led to a series of 
Article 11 DSU claims on both sides, a 
number of them being successful. This, in 
combination with the difficulties in ad-
dressing complex legal issues, led to the 
Appellate Body reversing various findings 
without being in a position to complete 
the legal analysis and reach findings on 
the claims at issue. In this way, these dis-
putes painfully exposed the weaknesse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pan-
elists are not trained to deal with complex 

121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US), para. 5.453.

122 Also see Crivelli and Rubini, “Flying High in a Plane: Appellate Body Report,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World Trade Review (2020), 19:2, pp. 316-340, p. 333.

123 Neven and Sykes,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Second Complaint)”, World 
Trade Review, (2014), 13:2, pp. 281-298, pp. 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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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matters, but feel inhibited from 
appointing outside experts on economic 
matters. Simultaneously, the Appellate 
Body is (too) eager to put its mark on 
novel legal issues and prefers to modify 
interpretations of the panel whenever it 
has an opportunity to do so. Furthermore, 
the Appellate Body engages with the facts 
under the guise of Article 11 of the DSU, 
but has no remand authority and is thus 
unable to make affirmative findings, leav-
ing parties without a resolution of their 
claims. 

Finally, it is recalled that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the “prompt” settlement of 
disputes. In fact, as stated in Article 3.3 
of the DSU, the prompt settlement of 
disputes “is essential to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WTO and the 
maintenance of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Moreover, it is telling that the SCM 
Agreement itself imposes specific rules 
for the prompt settlement of subsidies 
related disputes precisely to avoid the 
situation that a resolution effectively 
comes too late to prevent the harm being 
done. The very short time frames 
provided for in SCM Articles 4.4 – 4.9 

with respect to prohibited subsidies cases 
and the similarly short and subsidies- 
specific timeframes provided for in SCM 
Articles 7.4 – 7.9 with respect to 
actionable subsidies all point in the 
direction of the need to promptly resolve 
subsidies-related disputes. None of these 
general or subsidies-specific rules were 
respected in these disputes. A “resolution” 
of a dispute that comes more than fifteen 
years after it started is not a “prompt” 
settlement under any dictionary definition 
of the term.124

Ⅴ. CONCLUSION

The aircraft disputes have occupied the 
dispute settlement agenda for the last al-
most twenty years and continue to domi-
nate the political trade agenda of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These disputes and 
the various, lengthy reports addressing the 
many claims and arguments have con-
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dis-
ciplines of the SCM Agreement but have 
also confused many in terms of what the 
rules are and how they are meant to be 
applied in specific situations. This paper 
identified a number of the interpretative 

124 For a critical view of the slow nature of the proceedings and the fact that even after this long and slow process 
the Appellate Body still did not reach definitive conclusions on certain issue such as whether the DOD R&D 
contracts had been shown to provide actionable subsidies, see Hillman and Reynolds, “Article 21.5 DSU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Second Complaint): 
Spillovers from Defense R&D Add to the Tug-of-War between Panels and the WTO Appellate Body”, EUI 
Working Papers, RSCAS 2020/89,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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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s” the Appellate Body mad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CM 
Agreement’s subsidies disciplines. 
However, as explained in the paper, too 
often the Appellate Body failed to ac-
tually provide the kind of clarification 
that would genuinely provide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trading system. In 
fact, former Appellate Body member 
Jennifer Hillman herself concluded that 
this case “represents a failur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o clarify ambi-
guities in the ASCM itself, to provide the 
security and predictability called for in 
the DSU or to provide a prompt settle-
ment of claims under the WTO 
Agreements.”125 She was focused on the 
US – Large Civil Aircraft (Second 
Complaint) dispute, but, as explained be-
fore, the same can be said about the EC 

– Large Civil Aircraft dispute. 
In addition, the time it took for the 

disputes to work their way through the 
system is problematic for a number of 
reasons. It meant that the conclusions 
came too late to have a meaningful 
impact on the issues at hand. By taking as 
much time as it did to address the issues 
in these disputes, the Appellate Body also 
imposed a very heavy burden on itself 
and thus on the system. Finally, it seems 
that the disputes did not really resolve 
anything. No winners, no losers, just a lot 
of time, energy and resources of the 
system spent on a dispute that was 
probably too big to handle for the WTO. 
The time may have come for a new 
plur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o replace the 1979 Agreement, 
rather than to rely on litigation.

125 Hillman and Reynolds, “Article 21.5 DSU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Second Complaint): Spillovers from Defense R&D Add to the Tug-of-War between Panels 
and the WTO Appellate Body”, EUI Working Papers, RSCAS 2020/8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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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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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통상정책은 국제통상규범과 상호작용하며, 이는 미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바이든 행정

부의 주요 통상정책 분야별로 정책방향을 전망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국제통상규범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될지를 분석하여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 전망을 한 단계 더 세밀화하고 향후 국제통상규범의 변화 방향을 가

늠해보았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경제정책인 경제회복 및 중산층 재건의 경우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강화

가 주요한 변수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첨단산업 및 친환경 분야 대규모 인프라·R&D 투자를 

추진할 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분야 바이아메리칸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의 관련 

양허수정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정부조달 관련 통상규범 현대화 논의는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추

진강도에 따라 정부조달 분야 통상규범에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전반을 재검토하고 통합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바, 이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232

조, 301조 관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2조 관세의 경우 WTO에서 패널 절차가 진행중이며, 301조 관

세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실질적으로 패소한 뒤 상소한 상황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예외와도 관

련된 바, 미국이 미중간 갈등 맥락에서 취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 조치에 시사점이 있는 만큼 사건 판정 결과

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미중간 경쟁이라는 맥락은 점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타이 USTR 대표 또한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에서 해당 협정 이행확보를 최우선순위로 두겠다고 공언한 바, 해당 협정을 통해 미중간 소통이 

얼마나 원만히 이루어지는지는 미국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여 산업보조금이나 국영기업 등 미해결 문제를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미중간 경쟁은 공급망이나 기술패권의 영역

으로도 본격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통제나 외국인투자심사를 통한 기술안보 강화를 제외한 여타 조치는 여전

히 구체화 중인 단계로 보이나 향후 관련한 무역제한조치가 마련될 경우 철강 232조 관세와 같이 국가안보

예외를 원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같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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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규 무역협상을 본다면, 비록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우선할 것으로 공언하였으나 미국 

USTR이 무역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협상권한과 협상목표를 부여받는 무역촉진권한(TPA)의 만료 

시점을 전후로 미국에서는 앞으로의 무역협상 정책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전망이다. 차기 TPA 관련 주요 미

국 전문가 사이에서의 논의에 기반해 볼 때 내용의 차원에서는 노동 및 환경, 디지털, 환율 등이 논의되고 있

다고 하는데 특히 디지털 통상의 경우 USMCA와 미-일 디지털 협정에 포함된 높은 수준의 규범을 미국이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바이든, 통상정책, 바이아메리칸, 일방적 관세, 미중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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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바이든 대통령은 1.20일 취임했으며, 현

재 주요 내각의 인준절차 또한 마무리 단계

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에서부터 대

내적으로는 코로나19를 방역·경제 차원에서 

극복하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중산층을 재건

하겠다는 목표를,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같은 미국이 선도하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내걸

었다. 이러한 목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주에 시리즈별로 발한 45개의 대통령 행

정명령이나 국무부, 재무부 장관 등 주요 내

각 지명자들의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확

인되었다. 

한편,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코로나19가 

국제질서의 최대 변수이다. 코로나19 이전

에는 글로벌화·자동화로 인한 양극화나 양극

화로 인한 국내정치 변화가 여러 국가에서 

관측되었다. 또한, 경제규모, 무역규모,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지표에서 빠르게 미국을 따

라잡고 있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

할을 수행하게 될지 또한 주목되었다. 글로

벌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 제조업 노동

자·지역들의 정치적 의사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은 분명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한 

정책 환경이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디지

털화가 가속화되고 경제구조가 국가, 기업, 

소비자, 노동자 모든 차원에서 빠르게 재편

되고 있으며, 백신접종에 맞물린 글로벌 경

제회복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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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트럼

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를 규범 기반 국

제질서 내에서 체계화시켜가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 의한 지난 4년의 통상정책이 

국제경제질서와 통상규범에 큰 향을 미쳤

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세계화에 의

해 소외된 미국의 동북부 러스트벨트 공업지

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노동자들의 불만은 

NAFTA 전면 재협상, 철강 232조 조치, 중

국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및 미중 1단계 

무역협정 타결, 미국의 정책재량을 제한하는 

WTO DSB 상소기구 위원 임명거부 등의 국

가정책으로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혁신과 제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

고 목표하는 점에서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하나,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한 제로섬 

논리에서 벗어나 미국 내 투자확대, 다른 나

라와 통상규범 논의 등 전통적인 경제·통상

수단에 기반한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트럼

프 행정부의 조치들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패

러다임 전환에 직면한 미국이 취한 응급조치

다면,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는 중국과 경

쟁하기 위한 미국의 국제 체제·질서 조정이 

시도될 것이다. 다만,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

서를 중시하고 아메리칸 리더십을 공언한 바

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기본 통상규범에 

전면 위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본고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 분

야별로 정책방향을 전망하고, 미국의 통상정

책이 국제통상규범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될지를 분석하여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 전망

을 한 단계 더 세밀화하고 향후 국제통상규

범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통상

규범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향을 줄 수도 

있고, 이는 또다시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있어 미국의 입장에 향을 줄 수도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세계경제와 통상규범의 

방향에 큰 향을 준다는 면에서, 향후 4년

간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전망할 필요성이 있다. 상소기구의 기능

이 마비되고 최근 수년간 WTO의 성과가 부

족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등 국제통상규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미국

이 통상규범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장기적

으로 세계질서에 큰 향을 줄 가능성이 있

다. 한미간 양자관계의 측면에서도 안보·경

제 모두에서 미국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국

가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면밀히 주시하고 미국의 정책이 

통상규범과 어떠한 향을 주고받는지를 파

악할 필요가 있다.

Ⅱ. 바이든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1. 바이든 행정부 입장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공약은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미국 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무역협정 이전에 국

내투자를 우선 진행하겠다고 공표하는 등, 

통상정책 공약이 경제공약의 필두 던 트럼

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를 보여준

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정책 공약

이 부재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국내경제 회복, 

글로벌 리더십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통상정책이 간접적

으로 결부되어 예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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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ckling the COVID-19 Pandemic and Restoring the Economy2

- A Worker Centric Trade Policy

- Putting the World on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Climate Path

- Advancing Racial Equity and Supporting Underserved Communities

- Addressing China’s Coercive and Unfair Economic Trade Practices Through a Comprehensive 
Strategy

- Partnering with Friends and Allies

- Standing Up for American Farmers, Ranchers, Food Manufacturers, and Fishers

- Promoting Equitable Economic Growth Around the World

- Making the Rules Count

2021년 통상정책아젠다(통상정책 우선순위)2

이든 정부가 통상정책을 상대적으로 포괄적

(holistic)으로 접근할 것임을 전망해볼 수 

있다. 즉, 양자교역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경

상수지 적자나 직접투자 등에 집중한 이전 

행정부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당분간은 

무역협정 체결이나 국내 무역법 집행의 적극

적 활용 등 일반적인 통상정책보다는 여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서 통상정책을 당분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외정책보다는 국내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방향을 고려할 때 향후 주요 통상정책은 바

이든 행정부의 국내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내

용들이 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근 발표

된 USTR 통상정책아젠다 보고서에도 잘 드

러난다.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서로는 매년 3월 1일을 기한

으로 USTR이 작성하는 ‘통상정책아젠다1

(Trade Policy Agenda and Annual 

Report) 보고서’와 매년 3월 말 경에 발표

되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가 있다. 후자는 미국이 

양자 통상관계에서 어떤 이슈를 중시하는지 

드러나는 반면, 전자는 미국이 지난 1년과 

향후 1년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했으며 추진

할 계획인지 담긴다. 본고 작성일 기준으로 

국별무역장벽보고서 발표는 미발표된 상황

으로 통상정책아젠다 보고서 위주로 논의해 

본다.

금년도 통상정책아젠다는 상기 9가지 우

선순위를 제시하 고, 우선순위를 소개하면

서 금년도 통상정책아젠다는 방역이나 경제

회복 성공과 같은 국내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언급하 다. 

물론, 금년도 통상정책아젠다에도 통상정

책으로 분류되는 정책이 소개되어 있다. 예

컨대 노동자 등 중산층에 미치는 향을 통

상정책 수립·평가과정에 포함,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도입 검토,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규범 마련, WTO 개혁 

추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미국 무역법 집

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통상정책 

1 1974년 무역법상 USTR은 매년 3월 당해 연도 통상정책의제 및 지난해 통상정책 연례보고로 구성된 보고서와, 각국에 대한 무역장
벽보고서 각기를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존재

2 USTR,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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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

인지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다. 예컨대, 

USTR의 연례 통상정책아젠다 보고서는 일

반적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나 향후 1년간

의 구체적 정책계획을 포함시키기 마련이나, 

금년 보고서는 캐서린 타이의 인준 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선 집중한 통상정책 

분야를 소개하 다. 

한편, 연례 통상정책아젠다 보고서에서 소

개된 우선순위 통상정책은 미국이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를 극복해나가고 여타 대외정책

환경이 변화하면서 추가/수정될 가능성도 있

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한 철강 

232조 관세와 같은 국가안보에 근거한 관세 

조치는 비록 금년 통상정책아젠다에서 명시

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언젠가 직면해야 할 통상정책이다. 철강 

232조 관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관계 

회복을 공언한 EU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재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에 대해 부과 중인 301조 관세 또한 미국 국

내경제에 악 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이른바 ‘트럼프 레거시 관세’들에 대한 처리

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비록 바이

든 대통령은 경제회복 및 미국 내 투자 이전

에 신규 무역협상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는 했으나 이미 진행 중인 미-  

FTA, 미-케냐 FTA 등 신규 무역협상도 중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2. 분야별 전망

일국의 통상정책은 통상규범과 상호작용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향후 국

제통상규범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분석

하기 앞서, 미국의 통상정책 분야 중 중요성

을 지니면서도 통상규범과 관계가 깊은 분야

인 1)경제 회복과 중산층 재건, 2)일방적 관

세 재검토, 3)미중 간 경쟁, 4)신규 무역협상

에서의 정책 전망을 제시한다.3

가. 경제 회복과 중산층 재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경제회복

(economy recovery)을 강조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미국은 2020년 -3.5%의 마

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노

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경제 침

체는 그동안 시장자유주의의 고질적인 부작

용으로 여겨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

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피터슨 국제경제연구

소의 데이비드 윌콕스에 따르면 ‘20.12월 기

준 미국 고임금 노동자의 고용률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1.2% 높아진 데

에 비해, 중임금 노동자는 4%, 저임금 노동

자는 19%가 낮아졌다. 경제 회복이 긴급한 

와중에 중산층 재건도 시급한 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전문가들

과 정치계 인사들은 민주당, 공화당 구분 없

이 경제회복을 위한 코로나19 긴급예산 지

3 본고에서 선택하고 구분한 네 가지의 통상정책 분야 외에도 WTO 개혁, 미국과 EU간 민간항공기 분쟁 등 미-EU 관계회복, 탄소중
립 등 환경보호정책과 통상규범과의 조화 등 국제통상규범에 중요한 미국의 통상정책 분야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연관이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의 언급 등을 통해 정책전망이 비교적 도출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선택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비록 본고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네 가지의 분야로 주요 통상정책을 구분하였으나 
각 분야에 속한 구체 정책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 중인 301조 관세는 본고에서는 232조 관세와 함께 일방적 관세로 분류하여 검토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미중간 경쟁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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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 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1인당 최대 1,400불을 

지원하는 1.9조불 규모의 경제지원 법안

(stimulus package)를 통과시키는 데 집중

하 다. 이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

간에서부터 첨단산업에는 최대 3,000억불, 

친환경에너지에는 최대 4,000억불의 인프

라·R&D를 투입할 것을 공약한 만큼 관련 

지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이러한 중산층 재건을 위한 대규모 

정부 지출 관련하여 살펴볼 중요한 정책은 

‘바이 아메리칸’이다. 바이아메리칸 정책은 

트럼프 정부 때부터 강조되었던 것으로, 바

이든 신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동 정

책의 골자는 정부조달(procurement) 시장

에서 미국산을 우대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조

달은 자국 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

의 방안으로 종종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하

반기에 진행될 대규모 인프라·R&D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이아메리칸이 실질적

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통상정책에

서도 중산층, 노동자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

인다. 앞서 언급한 금년도 통상정책아젠다에

서도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을 예고하고 있

는데,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노동단체

의 참여 확대 및 미국에 의한 관련 규범의 

강화시도가 전망된다.

나. 일방적 관세 재검토

트럼프 행정부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확장법 

301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 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에 대해서 232조를 활

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하 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으로 철강 

가격이 하락하여 미국 내 철강 산업이 설 자

리를 잃게 되었다고 판단하 고, 이를 국가 

안보이슈로 규정하여 철강에 대해 232조를 

적용하 다. 국내 철강에 대해서는 ‘18년부

터 쿼터를 적용하고 있다(’15~’17년간 대미 

평균 수출의 70% 쿼터 적용).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을 문제삼으며, 무역법(Trade Act 1974)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조치들을 단행하

다. 무역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그동안 사용

하지 않았던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조치들

을 취하 는데, 결과적으로 1만여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 7.5~25%에 달하는 관세를 부

과하 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관세를 모두 재검토

(review)한다고 밝히고 관세에 대한 통합적

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바이

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는 미

국 수입업자나 일반 미국 내 소비자에게 부

담이 전가된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철강·알

루미늄 등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서는 

EU등 주요국들이 조치의 재검토를 희망함을 

밝히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 

방향인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에 결부되어 

있다는 평가가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

론이다. 

이를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트럼프 레거시(legacy) 관세’에 대한 재검토

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노동자를 위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지속 언급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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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신정부는 미국 내 투자 확대, 일자리 

확보, 수출 증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관세의 경제적 효과, 국제통

상규범에 비춘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일방적 관세를 재검토할 전망이다. 다

만,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최근 미국 언

론(Washington Street Journal, ’21.3.27)

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의 

철회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재검토를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할 가능

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다. 미중 간 경쟁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미국은 수출통제, 투

자심사, 자본 이전 제한 등을 활용하여 중국

을 견제해왔다. 바이든 신정부에서도 이 기

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바이든 대

통령을 포함하여 주요 내각 인사들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상분야에서의 미중관계에서 최우선적으

로 주목되는 분야는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이

행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또한 상원 재무

위 인사청문회에서 협정 이행확보를 중국에 

대한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둘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화웨이 제

재 등으로 경직되었던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도 미중간 소통 창구로 기능한 측면이 있는

데, 이러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이행

이 변수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시

장접근을 제한하는 관세·비관세 조치, 강제

노동 프로그램, 다수 산업분야에서의 과잉공

급, 불공정 보조금 및 수입대체를 활용한 산

업정책, 수출보조금, 기술이전 강제, 미국 지

재권에 대한 불법 수용,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에서의 검열 및 규제,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을 문제제기하고 있다.4 다만,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통상정책 수단을 

활용할지는 아직 구체화 단계에 있다.

최근에는 미중경쟁의 핵심 분야로서 첨단

기술 관련 기술안보나 공급망이 부각되고 있

다. 미국이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관리하는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여 5G 관련 반도체가 

화웨이에 공급되지 않도록 한 화웨이 제재가 

대표적인 예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인 중국정책의 한계를 지적하

면서,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

국 견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

서 기술동맹, D-10, 쿼드 등 우방국 간 동맹

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협의체가 각

종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라. 신규 무역협상

한 국가의 통상정책 중에서 국제통상규범

과 가장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분야

4 The Biden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using all available tools to take on the range of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that continue to harm U.S. workers and businesses. These detrimental actions include China’s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to restrict market access, government-sanctioned forced labor programs, overcapacity in 
numerous sectors, industrial policies utilizing unfair subsidies and favoring import substitution, and export 
subsidies (including through export financing). They also include coercive technology transfers, illicit acquisition 
and infringemen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censorship and other restrictions on th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and a failure to provide treatment to American firms in numerous sectors comparable to the treatment 
Chinese firms receive in those sectors in the United States. (USTR 2021 Trade Polic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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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로 무역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

선 과정에서부터 신규 무역협상은 경제회복 

이후에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금

년도 USTR 통상정책아젠다에서도 잘 드러

난다. 통상정책아젠다는 일반적으로 당해연

도에 진행할 무역협상을 적시하는데, 금년도 

보고서에서는 무역협상에 관한 구체적 계획

이 없으며 전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2020년

에 진행한 무역협상만 설명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은 기존의 통상정책이 

효율성을 중시한 결과 노동자들을 소외시키

는 불안정성을 낳았으며 향후 무역협상에서

는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입장인 점까

지 고려할 때 미국이 서둘러 진행 중인 무역

협상들을 진행시키거나 신규 무역협상을 진

행할 가능성은 현재 높지 않아 보인다. 중국 

견제와 아태지역에서의 향력 확대를 도모

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기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CPTPP 가입여부 또

한 같은 논리에 따라 신중히 검토될 것이라

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무역협

상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에

도 무리가 있다. 우선, 민주당이 중시하는 통

상에서의 노동 규범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USMCA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른바 ‘노동자 중심의 통상협상’의 초안은 

존재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미

국이 문제 삼는 중국의 경제산업정책을 규율

하기 위해 미국은 WTO 외에도 미중 2단계 

무역협정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

다. 또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

를 고려하더라도 기존의 진행 중인 미-케냐, 

미- , 미-일 FTA 협상은 완료할 유인이 있

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고려가 쉽지 않은 포

괄적 무역협정이 아닌, 최근 아태 지역에서 

확산 중인 디지털 통상 규범 협상과 같은 세

부 분야별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도 미국 전

문가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Ⅲ. 정책 분야별 국제통상법적 
고찰

1. 경제 회복과 중산층 재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을 확대

할 것을 공약했으며 그 핵심 정책수단은 

R&D 및 인프라 투자, 정부조달 활용 등인

바. 보조금 관련 규범이나 정부조달에 관련

된 규범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바이든 행

정부는 중산층을 재건하고 중소기업을 지원

하기 위해 통상규범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

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관련 통상규범의 

변화가능성이 있다.

가. 대규모 경기부양조치와 국제 보조금 규범

작년부터 미국이 4차례에 걸쳐 배정·집행

한 코로나19 경기부양안 외에도 바이든 대

통령은 최근 1.9조불 규모의 추가 지출안을 

서명했다. 현재까지 경기부양안은 대체로 직

접소득지원, 고용안정지원, 공공보건서비스 

강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보건·경제 위기를 

일반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통상

규범과의 합치성이 빈번히 문제되는 정책들

은 아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회복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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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요내용

The Buy American Act of 1933
美정부기관은 ➀현실성 ➁공익성의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조달·용역계
약에서 미국산을 우선할 의무 부담

The Berry Amendment
美국방부는 식품, 의류·텐트 등 섬유제품, 공구, 무기용 금속류를 미
국산으로 조달할 의무 부담

The Buy America Act
美교통부 등은 인프라 사업(도로·항공·철도·수자원)에서 일정비율 이
상의 미국산 금속(철강·납 등) 사용의무 부담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The Buy American Act상 美정부기관의 의무가 외국과의 무역협정
에 위반되는 경우 美대통령은 예외허가 가능

* 저자 정리

표1 Buy American 주요 법률

넘어 첨단산업·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각기 

3조불, 4조불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R&D 

투자까지 공약한바 해당 예산이 의회에서 마

련되고 집행될 경우 그 내용이나 향에 따

라서는 보조금 등 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이 문

제될 수 있다.

나. 바이아메리칸 및 관련 규범

미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R&D투자를 

추진하게 될 계획에 관해서 현재 시점에 주

목되는 쟁점은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과 

정부조달 관련 통상규범 간 관계이다. 바이

든 행정부는 친환경, 첨단산업 분야의 육성

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할 

것을 공언해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

임 첫 주 바이아메리칸 행정명령5을 발표하

며 이러한 기조는 재확인되었다. 

바이아메리칸이란 미국 정부예산 지출이 

미국 국민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미국 정부가 

조달 등 사업에서 미국 상품의 사용을 극대

화하는 정책이다. 기본법인 The Buy 

American Act of 1933 외에도 각종 법령, 

행정명령, 연도별 예산안에서 미국 공공기관

의 Buy American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대체로 미국산에 대해 입찰경쟁에서

의 우대를 제공하며, 미국산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달상품의 미국산 투입비율 등을 규정

함으로써 조달 시장에서의 미국 상품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률 외에도 각종 예산안에 포함된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미국산 우대조건은 광

의로 바이 아메리칸 조항들로 여겨진다. 이 

중에서 주요한 법령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이다. 바이아메리칸을 국정 기조로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했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래 표에 정

리된 EO.13881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

이 아메리칸’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지

는 않으나, Build Back Better,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n 

Workers 등의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바

이 아메리칸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기조

는 최근 대통령 행정명령(EO.14005) 발표

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EO.14005는 각종 

5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EO.14005, ’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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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uy American Act 트럼프 대통령 
EO.13881

바이든 대통령 
EO.14005

미국산 부품비율 완성품만 규제6 철·강철제품 기준 신규
도입

미 제조·일자리창출 
기여 가치 신규도입

- 완성품 내 미국산 부품 50% 55% 55% + a

- 철·강철제품 내 미국산 
부품

없음 95% 95% + a

- 미 제조·일자리 창출 
기여가치

없음 없음 신규 도입

미국산 가격 특혜

(외국산 최저가 상향조정)

대기업 6%, 

소기업 12%

대기업 20%, 

소기업 30%

대기업 20% + a

소기업 30% + a

표2 바이 아메리칸 법 및 트럼프·바이든 행정명령 간 차이점 비교6

법령상 바이아메리칸 규정의 미국산 비율을 

상향시키고 미국산 가격우대를 확대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EO 14005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 의약분야에서 바이

아메리칸을 강화하는 행정명령7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명령의 후속조치도 여전히 진

행 중이다. 특히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FDA

로 하여금 필수 의약물자의 목록을 작성하도

록 하는 한편, 관련 부처에 해당 의약물자 

조달에서 바이아메리칸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명령은 미국 무

역대표부에 대해서는 해당 목록에 대한 바이

아메리칸 집행이 미국이 가입 중인 GPA 및 

각종 FTA와 충돌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

문한바, 미국의 기존 WTO GPA 양허가 

WTO 무대에서 수정될지가 향후 주목되는 

사안이다.

바이 아메리칸 규정들은 근본적으로 국내

산 우선구매요건(LCR)으로서 WTO 규범 등 

각종 FTA에 규정된 통상규범과 충돌할 여지

가 존재한다.8 특히 GATT III조, GATS 제

17조, TRIMS 협정 제2조의 내국민 대우가 

문제될 수 있으며, 미국도 가입 중인 WTO 

GPA 회원국들이나 정부조달 챕터를 포함한 

FTA가 미국과 발표 중인 나라들에 대한 위

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트

럼프 대통령의 의약분야 바이아메리칸 행정

명령에서 USTR에 해당 충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도록 지시한 점

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The Trade Agree-

ments Act of 1979에서 바이아메리칸 조

건으로부터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바이

든 대통령은 정부조달 분야 규범 자체의 현

대화를 다른 국가들과 논의할 것을 공약한 

만큼 관련 규범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6 이정선 등, “미 바이든 정부 바이 아메리칸 정책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Global Market Report」, 21-006(2021), p. 4.

7 Combating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 by Ensuring Essential Medicines, 
Medical Countermeasures, and Critical Inputs Are Made in the United States(EO.13944, ’20.6.8)

8 김대원, “국내산우선구매요건(LCR)의 통상법적 쟁점 – 2017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8), pp.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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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산층과 중소기업 강화에 기여하는 

통상규범

중산층 재건, 중소기업 지원을 내건 바이

든 행정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게 

될 대표 수단은 상기의 대규모 재정확대 또

는 이를 미국 내 생산 및 고용확대로 이어지

게끔 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칸이나, 통상 규

범 차원에서도 중산층과 중소기업 강화 도모

를 다룰 수 있다. 

중산층과 중소기업 강화를 위한 기존 통상

규범이 부재한 것은 아니다. 전자는 임금, 후

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무역원활화 

조치를 기준으로 나누어볼 때, 전자의 경우 

각종 FTA에 포함된 노동 관련 챕터의 규범

에 관련되며, 후자의 경우 WTO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MSME) 관련 

복수국간 협상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산층 

내지 노동자를 위한 통상규범 추진은 금년도 

USTR 통상정책의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

는 만큼,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관련 규

범 강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다자무역규범에서 노동과 통상의 연계는 

WTO의 발전과정에서 꾸준한 쟁점이었으나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를 기점으로 둘 

간 구분이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9 해당 선

언에서는 WTO는 ①노동 관련 의제는 ILO

의 소관 사항이라는 점, ②저임금 개도국의 

비교우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③노동기

준을 보호무역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 다. 이후 각료회의에서는 

꾸준히 노동을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가 논의

되었으나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싱가포

르 각료회의 선언을 재확인하며 다자무역규

범에서의 노동-통상의 연계 문제는 일단락되

었다.10

반대로 FTA에서는 노동 관련 챕터가 빈

번히 발견된다. FTA에서 노동 관련 규범은 

두 가지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①

ILO협약 등 국제조약 인용을 등을 통해 어

떤 노동권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②해당 규

범의 확보를 어떻게 확보하는지이다.11 미국

의 경우 기존의 무역협정 중 노동규범 gold-

en-rule을 USMCA에서 찾고 있다. 금년도 

USTR 통상정책아젠다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통상규범 강화를 도모할 것임을 공언하며 

USMCA에 포함된 Rapid-Response 

System 이라는 이행체계를 예시로 들고 있

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추후 무역협상을 

추진할 때 다양한 노동권 보호를 규정하고 

노동자에게 실효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려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일방적 관세 재검토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일방적 관세란 

대표적으로 철강·알루미늄에 부과 중인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와 중국에 대해 부과 중

인 무역법 301조 관세 등을 의미할 것이다. 

해당 관세들은 이른바 ‘일방적 관세’로 불리

며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칸 퍼스트 기조 

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여겨진만큼 해당 

관세들의 향배가 주목된다. 각 관세는 미국 

철강업계의 이익이나 미중갈등에서 미국의 

9 남궁준,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9), p.27.

10 WTO,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of 13 December 1996, WT/MIN(96)/DEC/W, 36 I.L.M. 218 (1997).

11 Ibid,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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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입장 등 정치적인 요소가 상당 개입

되어 있으나 두 관세 모두 WTO DSB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WTO 규범 등에 비춘 

해당 관세의 합법성은 향후 각 관세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향을 줄 여지가 

있다.

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르면 미

국 대통령은 “수입품의 향(the effects on 

national security of imports)”으로 “국가 

안보의 위협이 존재할 경우(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

미늄 파생상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

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입에 대해

서도 232조 조치를 취할지 여부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사되었으나 후속조치는 없었

으며, 그 외에도 변압기 및 부품, 건설 크레

인, 바나듐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제통상법에 부합하

는지 여부는 해당 관세의 부과가능성이 대두

되었던 2017년부터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다

룬 사안이다. 동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은 2018년 4월 5일에 WTO 분쟁해결제도

(DSU) 제4조, GATT 1994 제22조, 그리고 

세이프가드협정 제14조에 따라 수입품 철강 

및 알루미늄(일부 회원국을 선택적으로 면

제)에 대한 미국의 제232조 관세조치에 관

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협의를 요청

했고 (DS544), 4월2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 

등에 대해 1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

다. 동년에 중국, 인도, EU, 캐나다와 멕시

코를 포함한 총 9개국은 WTO에 이번 미국

의 제232조 관세조치를 제소했다. 이 중 캐

나다와 멕시코는 USMCA 협상완료 후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아 제소를 취하했다.

미국의 232조 조치의 합법성에 관한 쟁점 

중 단연 핵심은 GATT 제XXI조의 국가안보

예외조항12이다. WTO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자기판단’ 문제는 1994년 GATT 제XXI조

(b)(ⅲ)에 포함된 “체약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which it considers necessary)”

이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

다.13 “자신이 간주하는(it considers)”이라

는 표현이 체약당사국들이 “안보 예외” 조항

을 적용하는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GATT 분쟁에서부터 

‘필수 안보 이익’을 정의하는 사안은 국가의 

주권에 직결되므로 이에 대해 어떠한 기구나 

다른 국가도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해 왔다.14 반면, 해당 법리를 심사했던 

12 제21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공개 시 자신의 본질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체약당사국이 간주하는(which it considers) 정보를 제공하도록 체약당사자에

게 요구하는 것, 또는
(b) 본질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체약당사국이 간주하는(which it considers necessary) 다음의 조치를 체약

당사국이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

13 김보연,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자기판단 범위”,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2호(2019), p. 182.

14 유지영, “국가 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통상법률」, 제138권
(2017),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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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Claims GATT/WTO Regulations

1 Section 232 measure is a safeguard measure rather than a 
“security exception” clause

GATT Articles XXI(b)

2 Failed to meet the conditions of initiation of safeguard 
measure

- Failed to demonstrate the requirements of “unforeseen 
developments” and “damaging effect on the domestic 
industry”

- Violated the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16

GATT Articles XIX:1(a), XIX:2

Safeguards Agreement

Articles 2.1, 2.2, 4.1, 4.2, 
5.1, 7, 11.1(a), 12.1, 12.2, 
12.3

3 Violation of duty reduction obligations

- Imposed tariffs on steel / aluminum products in excess 
of the duties set forth and provided in the United States' 
schedule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annexed to 
the GATT 1994

GATT

Article II:1(a) and (b)

4 Violation of most-favored-nation treatment obligations

- Duties are levied only on certain exporting countries
GATT Article I:1

5 Lack of consistency, fairness and rational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de system

GATT Article X:3(a)

표3 China’s Claims on Section 232 Measure16

Russia-Transit 사건에서 패널은 ‘which it 

considers’라는 문구는 본질적 안보이익에 

해당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15

그 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관해서는 동 조치가 실질적으

로는 ‘산업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한 사실상 

무역구제조치인 세이프가드 조치인지17, 또

한 적용 과정에서 국가별 상이한 조건을 부

과한 결과 비차별원칙에 위반되는지18 여부

도 문제될 수 있다.

상기 쟁점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에 

관해 진행 중인 WTO 패널 심사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트럼프 레거시 관세 재검

토’에서 고려될 것인바, 해당 분쟁 결과와, 

미국 철강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유지/철폐/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나. 對中 지재권 관세 등 301조 관세19

철강·알루미늄 등 분야에 대한 무역확장

법 232조 관세와 함께 지난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로 대표적인 조치는 미국 무역법

에 근거한 301조 관세이다. 무역법 301조는 

15 Panel Report, Russia-Transit, paras. 7. 105-7. 149.

16 인즈후이 외 1인,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는 GATT/WTO 규정에 타당한가?”, 「무역학회지」 제44권 제1호(2019), p. 
186.

17 박지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수입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20권 제3호(2019), p. 252.

18 ibid, p.255.

19 Trade Expansion Act of 1962, PL 87-794, Oct 11,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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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요내용

2017.8.14
‣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미국의 지재권이나 강제기술이전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법령, 

정책, 관행 및 조치에 관한 직권조사’를 명령

2018.3.22
‣ USTR은 중국의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는 조사결과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①對中 수입관세 부과, ②중국의 차별적 기술특허 제도에 관한 WTO 제소, 
③중국의 민감기술 획득을 차단할 방안마련을 각 부처에 지시

2018.7.6 ‣ 1단계 관세부과(818품목, 340억불, 25%)

2018.8.23 ‣ 2단계 관세부과(279품목, 160억불, 25%)

2018.9.24 ‣ 3단계 관세부과(5,733품목, 2,000억불, 10%)

2018.12.1 ‣ 미국은 미중간 무역협상 개시를 발표

2019.5.10 ‣ 3단계 관세의 관세율을 인상(10→25%)

2019.8.23
‣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게, 10월부터 1,2,3단계 관세의 관세율을 30%로 인상하고, 4단계 

관세부과*를 준비할 것을 명령
* 4A(2019.9.1.실행), 4B(2019.12.15.실행)

2019.9.1 ‣ 4A단계 관세부과(3,229품목, 1,260억불, 15%)

2019.12.15 ‣ 4B단계 실행을 유예

2020.1.15
‣ 미중 1단계 무역협정 합의

‣ 4A 단계 수입관세율 인하(15→7.5%) 발표

표4 미국의 對中 301조 관세 주요경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달리 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조사·

조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301조 관세 중에서 가장 주요한 

관세는 미국이 중국의 강제기술이전을 근거

로 부과한 25%-10%의 관세이며, 이 외에도 

미국은 동법에 근거하여 프랑스 외 주요국의 

디지털세 도입에 관련해서 부과유예 또는 조

사 중20이며, 베트남의 환율조작 및 불복목

재 등에 대해서도 절차가 진행중이다. 특히 

캐서린 타이 USTR대표는 최근 공식 성명문

을 통해 브라질, 체코, EU, 인도네시아는 디

지털세를 최종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결과 조

사를 종료하는 한편 호주, 국, 인도, 이탈

리아, 스페인, 터키에 대해서는 301조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 한 바 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에 대

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법적 검토가 진행 중

인바, 하나는 List 1,2에 대해 중국이 제소한 

US-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DS543) 사건 내에서 이루어지

는 검토이고, 둘째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

부를 상대로 List 3,4에 대해 제기한 미국 

국내 법원에서의 검토이다.

전자의 경우, 패널은 미국의 301조 관세

가 중국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견

(prima facie) GATT 제I조의 최혜국대우의

무와 불합치한다고 판정하는 동시에 미국이 

20 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19.7.24, 대통령 서명) 움직임에 대해서 301조 조사를 개시(’19.7.10)하고 보복조치를 권고
(’19.12.2)한 데 이어 최종 부과를 유예(’21.1.7)한바 있는 반면, EU, 영국, 인도 등 10개국의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조사(’20.6.2)에 대해서는 구체 보복조치 권고 없는 조사결과를 발표(’21.1.21)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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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한 GATT 제XX조(일반예외) 제(a)호(공

중도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체결과정의 양자협의 또한 

DSU 12.7조에 규정된 합의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하 다.21 미국 언

론은 동 판정을 실질적인 미국의 패소로 평

가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항소하 다

(’20.10.26). 현재 WTO 체제에서 상소기구 

패널설치 및 심사가 제한되는 상황임을 고려

할 때, 동 사건에 대한 상소기구 판정이 근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이다.

미국 내 판단의 경우, HMTX라는 미국 기

업이 2020년 9월 對中 301조에 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현재 약 

3,500건의 관련소송이 CIT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중국에 대

한 301조 관세 중 List 3,4가 미국 행정절차

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

했는지 여부와, 1974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서 규정된 조치시한(조사개시 후 1

년 이내)에 위반했는지 여부이다. 최근 동 사

건을 담당하는 미국 법무부, USTR, 관세국

경보호청(CBP)은 주요 쟁점에 대한 미국 정

부의 원칙적인 항변 논리를 제시했다. 행정

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중

국에 대한 301조 관세가 미국 대통령의 결

정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

라, 해당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974 무역법에 규정된 시한에 관해서는 

List 3,4가 List 1,2와 별도의 조치가 아니

며, 당초 조사대상이었던 중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통일성을 지

닌 만큼 기존 조치의 보완,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수정은 관련 법령에서 금지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22

232조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Trump Legacy Tariff가 중산층을 중심으

로 미국 내 미친 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지면 상기 두 가지 법적 검토가 같이 참고되

어 미국이 추가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3. 미중 간 경쟁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국은 가장 중

요한 변수 중 하나이며, 이는 통상정책에서

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검토한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를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

중 1단계 무역협정을 협상하는 한편, 수출통

제 및 외투심사 제도를 개정하는 등 무역투

자안보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에는 국제적으로 공급망 안정성 확보, 유사

입장국 간 기술협력 확대 등도 언급되고 있

다. 캐서린 타이 USTR이 상원 청문회에서 

미중 무역분쟁 1단계 이행확보를 중국에 대

한 통상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하겠

다고 한 만큼, 해당 분야에서 미중 간 지속

적인 협의가 전망된다. 한편, 무역투자안보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도 유지

될 전망인바 이는 앞서 검토한 ‘국가안보예

외를 원용한 무역제한조치’에도 관련되는 사

안이다.

21 Panel Report,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22 Maria Curi, “Biden administration outlines defense against spate of Section 301 lawsuits”, 「Insidetrade」, 
20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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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 재 권) 영업비밀, 의약품 지재권, 특허권, 해적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합의문 발효 30일 내에 중국은 지재권 보호 강화 위한 액션플랜 수립

② (기술이전) 시장진출 및 인허가 조건으로의 기술이전 요구 금지, 민감기술 획득을 목표로 하는 해외투자에 
대한 직접 지원 자제

③ (농 산 물) 각종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중국의 美 농수산물 수입 확대

④ (금    융) 은행, 신용평가, 전자결제, 보험, 증권・선물 등의 각종 진입장벽 완화

⑤ (환    율)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 타겟팅 자제, 투명성 제고(매월 외환보유액과 선물환포지션 30일 내 
공개), 이행 분쟁시 IMF에 거시경제・환율정책 조사 요청

⑥ (무역확대) 2년간 중국이 미 제품・서비스를 ‘17년 실적 대비 2천억불 추가구매

⑦ (분쟁해결) 1단계 합의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마련

⇒ 상기 합의는 의회 비준 없이 서명 후 30일인 2.14일부터 효력 발생

미중 무역협정 1단계 주요내용

가.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이행확보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이행은 캐서린 타이

가 대중 통상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한 분야이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

상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의 의미도 있다.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

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기하는 문제들 중 상

당수가 다루어진 협정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동 협정이 다자통상규범의 한계를 일부 해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환율을 예

로 들자면, 미국은 2019년 재무부 환율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할 정도로 중국의 환율개입을 문제 삼았으

나, 경쟁적인 평가절하 금지, 외환시장 개입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 강화를 규정한 미

중 1단계 무역협정 타결을 전후로 중국에 대

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23

환율 외에도, 중국은 작년 미국산 가금류

와 소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규정을 철회

(2.24일)하고 검역 시간을 단축(2.16일)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미국 농산물 수입을 촉진

하고, 최고인민법원은 지재권 법령의 형벌 

규정을 강화하고 외국인 권리를 포함한 지식

재산권 강화 성명을 발표(4.21일)하 으며, 

외국자본 기업의 지분 상한선(49%)을 철폐

(4.1일)하는 등 협정상 의무의 상당을 이행

하 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이 

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6.4일)한 

바 있으며,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라이

트하이저 USTR 대표-류허 부총리 간 면담

(8.24일)을 통해 재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무역확대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등의 변수로 

2020년 중국의 의무이행이 저조하 으나 

USTR이 공개적으로 중국에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다.

캐서린 타이는 특히 무역확대 부분의 이행

을 확보하겠다고 공언 중인바, 중국의 해당 

23 미국 재무부는 2015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해당 
보고서는 ①현저한 對美 무역흑자, ②상당한 경상흑자, ③지속적인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을 기준으로 주요 교역대상국들 중 일부를 
관찰대상국 또는 환율조작국으로 구분한다. 관찰대상국 분류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환율조작국 지정 시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와 
환율 관련 양자협의를 개시할 의무를 가진다. 미국은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가 미중 1단계 무역협정 
타결을 목적에 두고 2020년 1월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한편, 가장 최근의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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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조치

수출통제
△화웨이 제재(‘19.5.22 이후 3차례 강화) △민수품의 對中 수출통제 범위확대, △중국 군사사
용자(MEU)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 △對中 수출통제 국제공조 등

수입제한
△‘해외의 적’이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서비스 수입금지 및 거래제한, 

△화웨이‧ZTE 장비‧서비스에 연방통신위(FCC) 보조금 지급금지

외투심사
△｢외투심사현대화법(FIRRMA)｣ 개정으로 외투심사 범위를 국방‧원자력기술→핵심기술‧인프라‧
개인데이터, M&A→지분투자까지 확대하여 안보위협 검토

5G‧디지털

제재

△클린네트워크(미국 내 중국 앱, 통신사, 클라우드 등 배제) 등 국제공조 추진

△미국내 중국 데이터기업(틱톡, 위챗) 거래제한조치, △화웨이 5G 장비 배제

표5 미국의 對中 기술‧안보 관련 주요조치

의무 이행은 미중이 예고한 2단계 무역협정

의 협상여부와도 관련이 있다. 2단계 협상에

서 미중은 미국이 특히 문제삼는 중국의 산

업보조금, 국 기업 관련 관행을 다룰 예정

인 만큼 미국이 미중 무역협정이라는 무대를 

통해 어느 수준으로 중국과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될지가 주목된다. 해당 채널은 

WTO 등 여타 다자기구에서 미국이 신규 무

역규범 마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에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첨단기술 무역투자 안보조치

최근 수년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

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첨단기술과 

공급망에 결부된 경제안보 강화이다. 화웨이 

5G 기술의 안전성이 문제되면서 미국 의회

는 2018년 국방수권법 법안에 포함된 수출

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및 외국인투자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

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을 통과시키고 첨단기술에 대한 무역투자안

보 강화를 도모하 다.

국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화웨이 제재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중용도품목에 대

한 수출통제제도를 규정하는 상무부 수출관

리규정을 개정하여 중국의 이중용도품목 수

출입을 통한 여타국 국방기술 확보를 견제하

고, 국방부는 '99년 국방수권법(NDAA)에 

근거하여 화웨이, 히크비전 등 중국군이 소

유‧통제하는 군사연계기업을 수십여개 지정

하여 발표함으로써 이들을 타겟으로 한 새로

운 경제적 제재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

다.

재무부, 법무부, 상무부 등 9개 연방부처

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대상도 확대했다. 그 외에도 2019년부터 중

국이 WTO에서 미국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

는 정보통신분야(ICTS) 수입제한 조치, 트럼

프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틱톡에 대한 금

지조치 등 미국은 첨단기술 경쟁력을 안보의 

일부로 규정하고 안보 목적의 무역투자안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무역투자

안보 관련 조치들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서도 주요 이슈가 되었다. 화웨이 제재의 유

지를 약속할 수 있는지 묻는 크루즈 상원의

원(R-Texas)의 질문에 당시 지명자인 레이

몬도 장관이 명확히 답을 하지 않아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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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친중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레이몬도 장관은 인사청문

회로부터 며칠 이후 ‘화웨이 제재를 완화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추가 

언급하며 상황은 진화되었다.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장관인 지나 

레이몬도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일련의 대중견제조치는 초당적 지지

를 받고 있는 사안으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각종 첨단기술 분야

를 중심으로 한 무역투자안보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 

상기 표에서 드러난 미국의 각종 조치들이 

WTO에서 다뤄진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앞서 

232조 조치에 관해 검토한 논리와 동일하게 

WTO규범에서 안보예외가 문제가 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확인되는 추

세는 ‘공급망 안정성 관리’와 ‘유사입장국 간 

기술협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상기후, 경

쟁심화 등으로 핵심 물자의 공급망 불확실성

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적 

번 과 국가안보 보장을 위해 탄력적이고 안

전한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최근 공급

망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을 발표하 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100일 이내 반도

체, 배터리, 광물자원, 의약품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급망을 검토하고, 1년 이내 방위산

업, 공공보건산업, 기술‧통신산업, 에너지산

업, 수송산업, 식량산업 등 6개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평가하여 권고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눈에 띄는 점은 권고사항 내 동맹국들

을 공급망 강화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정상이 모인 QUAD 정상회의에서도 백신

(Vaccine Expert), 기후변화(Climate)에 

이어 핵심‧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에 대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면서, 다양한 범위 우방국(part-

ner)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엿

볼 수 있다.24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필요성은 미국

에서도 의회를 포함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당분간 미국 내에서 대중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공급망 안

정성 확보나 기술동맹 등의 정책도 그 구체 

내용에 따라서는 수량제한금지 원칙, 최혜국

대우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들과 충돌할 가능

성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 각국의 정책

이 국제무역규범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도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4. 신규 무역협상

미국이 신규 무역협상을 언제, 어떤 목적

으로, 어느 통상규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할지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는 의회 법률의 형태로 존재하는 무역촉진권

24 동맹 및 우방국과의 기술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는 논의는 의회와 민간영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민주국가간 기술동맹 법안(Democracy Technology Partnership Act)은 국제기술동맹과 공동 연구를 위한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CNAS(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에서는 
‘Common Code(기술동맹 구축을 위한 권고사항)’를 통해 구체적인 기술동맹 구성대상과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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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11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상 목표(전반적 목표, 주요 목표 및 기타 목표)로 구분

- (주요 목표) 기존 ’02년 TPA와 비교하여 환율조작, 디지털 무역, 국영기업(SOE), 지역화 등 주요 협상 목표가 
추가됨

* (환율) 협력 메커니즘, 집행력 있는 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적 이익 획득을 위한 환율 
조작 방지 필요

* (디지털 무역) 인터넷을 주요한 거래 플랫폼으로 인식할 것을 반영, 
상품·서비스의 디지털 무역 촉진, 국경간 원활한 데이터 흐름 강조  

* (SOE) 국영 기업을 통한 시장 왜곡과 불공정 경쟁을 제거

* (지역화) 시설, 서비스, 자산 등의 영토내 주재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 

- (절차 규정) ‘02년 TPA에 비해 의회와 협의할 행정부의 의무 대폭 강화 

* 협상이 진행과정에서 보좌관을 포함하여 의회 멤버가 요청시 협상 관련 문서 열람 가능/ 협정 서명 60일 
이전까지 협정문 공개/ 법안 제출 30일 이전까지 협정문 최종본 제출 필요

- (종료 일자) 2018.7.1., 연장시 2021.7.1.까지 유효 

’15년 제정된 TPA 주요 내용

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이

다. 현재 발효 중인 TPA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3+3년의 유효기간으로 제정되어 

2021년 7월 1일까지만 유효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규 무역협상은 결국 신

규 TPA를 요하는데, 신규 무역협상 보다는 

경제회복을 우선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현재 발효 중인 TPA가 만

료 직후 갱신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

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중에 결국 TPA를 

갱신할 필요는 있을텐데, 해당 TPA에 포함

되는 주요 협상 목표는 향후 국제통상규범 

형성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TPA 

관련 논의는 권한·절차와 협상 목표로 나누

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통상정책

에 있어 행정부의 재량을 줄이고 의회의 권

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트럼

프 행정부에서 TPA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미중 1단계 무역협정, 미일 1단계 무역협정, 

미일 디지털 협정, 미-브라질 무역협정, 미-

인도 무역협정, 232조 관세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하원 의원들은 의회와의 충

분한 협의 없는 통상정책은 관세결정권을 의

회에 부여하는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 위배

된다고 비판한바,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신규 TPA와 향후 국제통상규범 논의방향

의 관계를 결정할 주요 변수는 오히려 협상 

목표 부분인데, 디지털 통상, 노동과 환경, 

환율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특히 디지털 통상의 경우 미일 디지털 

협정과 USMCA의 규범내용을 참조하여 논

의되고 있는바25 두 협정은 향후 디지털 통

상규범 관련 미국의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

는 주요한 참고자료로 보인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통상정

책 분야별로 정책방향을 전망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국제통상규범과 어떻게 상호작

25 Isabelle Icso, “Lawmakers, analysts eye new TPA as an opportunity for change”, 「Insidetrade」, 2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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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될지를 분석하여 미국의 주요 통상정

책 전망을 한 단계 더 세밀화하고 향후 국제

통상규범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경

제정책인 경제회복 및 중산층 재건의 경우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강화가 주요한 변수이

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첨단

산업 및 친환경 분야 대규모 인프라·R&D 

투자를 추진할 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미국은 WTO GPA 및 FTA 정부조달 분야 

규범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아메리

칸 법제 내에 예외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으

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한 의약분야 바

이아메리칸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의 관련 양

허수정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정부조

달 관련 통상규범 현대화 논의는 미국의 바

이아메리칸 정책 추진강도에 따라 정부조달 

분야 통상규범에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

다. 한편, 중산층 재건이나 중소기업 지원 강

화는 USMCA 수준의 노동규범을 미국이 향

후 무역협상에서 도모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통상정책 분야에서 이전 

정부로부터 승계한 이른바 ‘트럼프 레거시 

관세’ 중 대표적으로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철강 232조 관세와 무역법에 근거한 對中 

301조 조치가 있다. 해당 관세는 전통적 무

역구제조치와 다른 성격을 지녀 근 몇 년간 

주목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관세들을 

포함하여 관세 전반을 재검토하고 통합 전략

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바 미국 이해관계자 

입장이나 해당 조치의 국제통상법과의 합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세들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 232조 관세의 경우 WTO에

서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며, 301조 관세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실질적으로 패소한 뒤 

상소한 상황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국

가안보예외와도 관련된바, 미국이 미중간 갈

등 맥락에서 취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 조치

에 시사점이 있는 만큼 사건 판정 결과에 주

목할 필요성이 있다.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전 행정부부터 현

재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미중간 경쟁이라는 맥락은 점진적으로 중요

해지고 있다. 비록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엄밀한 의미의 상호주의적 무역협정이라 보

기 어려우나,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

국의 문제제기가 미중 양국의 합의를 통해 

다루어진 협정인 만큼 해당 협정에 비춘 중

국의 이행여부는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미국

의 입장에 향을 줄 여지가 있다. 타이 

USTR 대표 또한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에서 

해당 협정 이행확보를 최우선순위로 두겠다

고 공언한바, 해당 협정을 통해 미중간 소통

이 얼마나 원만히 이루어지는지는 미중간 잔

여 쟁점인 산업보조금이나 국 기업 관련 미

중 양국의 2단계 협상개시 여부 등 미국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에 문제를 제기

하는지에 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더해, 최

근 미중간 경쟁은 공급망이나 기술패권의 

역으로도 본격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통제나 

외국인투자심사를 통한 기술안보 강화를 제

외한 여타 조치는 여전히 구체화 중인 단계

로 보이나 향후 관련한 무역제한조치가 마련

될 경우 철강 232조 관세와 같이 국가안보

예외를 원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같이 고려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신규 무역협상을 본다면, 비록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우선할 것으로 

공언하 으나 미국 USTR이 무역협상을 진

행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협상권한과 협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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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부여받는 무역촉진권한(TPA)의 만료 

시점을 전후로 미국에서는 앞으로의 무역협

상 정책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전망이다. 차

기 TPA 관련 주요 미국 전문가 사이에서의 

논의에 기반해 볼 때 권한의 차원에서는, 미

-중 1단계 무역협정이나 232조 관세와 같이 

행정부 독단적인 조치를 향후 방지하는 내용

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내용의 

차원에서는 노동 및 환경, 디지털, 환율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디지털 통상의 

경우 USMCA와 미-일 디지털 협정에 포함

된 높은 수준의 규범을 미국이 도모할 가능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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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Hyouk-woo Kwon, 
Yikyung Kim, 
Suk-Jung Woo, 
Kyungmin Yoon, 
Jaewon Shin

Americas Division, MOTIE

A nation’s trade policy interacts with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this argument stand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US. This paper provides a forecast of Biden Administration’s key 

trade policies, and then analyzes how they will exchange effects with trade rules. This 

process enhances accuracy in projecting US trade policies and the future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norms.

As for the Biden Administration’s main economic policy which is economic recovery and 

rebuilding the middle class, “Buy American” provisions are the key factor. President Biden 

visions to invest in emerging and green energy industries, and plans to discuss modernizing 

Government Procurement rul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 increased spending 

is better directed to American jobs.

President Biden has also mentioned that he will review all US tariffs and form a coherent and 

comprehensive strategy. This may include a review on Steel 232 tariffs and China 301 tariffs. 

Both tariffs are currently in the WTO DSB process. The Steel 232 tariffs are linked to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within international trade rules, which gained importance in the 

last four year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From a bigger perspective, competing with China has become an important context in 

American policy. USTR Katherine Tai has testified in her hearing at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hat she will prioritize China’s compliance with the US-China Trade Deal Phase 

one. The US-China trade deal, which was one of the few US-China channels that were in 

function even in the late p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continue to be an important 

channel for the US to raise concerns on issues such as industrial subsidy or SOEs. In 

addition, US-China economic relations are under scrutiny from the aspects of technology 

security and supply chain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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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regarding new trade negotiations, President Biden has been clear that there will be no 

new trade negotiations before investing in the US. However, the coming deadline of the 

Trade Promotion Authority will catalyze discussions within the US on future trade negotiations. 

Informal working groups on this issue are known to be discussing strengthening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towards Congress, and key negotiation purposes on Labor, Environment, 

Digital, and Currency.

Keywords : Biden administration, trade policy, Buy American, unilateral tariffs, US-China



184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1호 (통권 제1호)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2021년 2월 외국이 우리 기업에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219건이다. 수입규제조치는 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로 부과되며, 대한 수입규제조치 219건은 반덤핑 165건, 세이프가드 44

건, 상계관세 10건 順으로 반덤핑이 주된 수입규제 조치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무역구제기관(무역위

원회)이 외국 품목에 대해 조치하고 있는 건수는 23건(관세부과 중 21건, 신규조사 2건)으로 많지 않은 편이

다. 한국에서 외국제품에 조치 중인 23건은 모두 반덤핑 조치로, 상계관세는 WTO 출범 이후 조치한 적이 

없으며, 세이프가드는 2002년 마지막으로 조치하였다.

글로벌 수입규제의 특징 중 하나는 수입규제의 도미노 현상이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미국, 인도 등 

거대 수입국가의 일방적 수입조치가 강화되자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하던 국가들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철강의 경우 미국이 232조 조치를 발동하자 EU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기타국들

도 동조하여 전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 PMS, AFA 등 조사당국의 조사 기법 진화, 제3세계

의 수입규제 증가, 양자세이프가드 등 조치 다양화로 수입규제 대응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수입규

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 수출품목 중 

외국의 수입규제 제소 위험 품목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수입규제, 도미노 현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목차   Ⅰ.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Ⅱ. 한국의 대외 수입규제 현황

Ⅲ. 전세계 수입규제 현황

Ⅳ. 최근 수입규제 특징 

1.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증가

2. 조사 기법의 진화

3. 제3세계 수입규제 증가

4. 기타 - 양자 세이프가드 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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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최근 국가별 수입규제 동향

1. 미국

2. EU

3. 인도

4. 중국

Ⅵ. 수입규제조치 대응 및 분쟁해결

Ⅶ. 마무리

Ⅰ.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21년 2월 20일 기준 외국이 한국기업

에 대해 부과한 수입규제 조치는 219건이

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

드 등 전통적 무역구제 조치의 형태로 주로 

부과된다. 수입규제 조치 219건은 규제중인 

조치와 함께 한국기업에 대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38건)를 포함한 수치이다.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조치가 165

건으로 75.3%를 차지하고, 세이프가드가 44

건(20.1%), 그리고 상계관세가 10건(4.6%)

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제품이 103건

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하고, 화학제품 

49건(22.4%), 플라스틱·고무제품 20건

(9.1%), 섬유제품 16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철강·금속 규제는 미국이 32건

(31.1%)으로 가장 많고, 화학은 인도가 15

건(30.6%)으로 가장 많이 부과하고 있다. 

국가별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가장 많

은 국가는 미국이다.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수입규제조치가 많은 경향이 있다. 미국이 

46건으로 최다 조치 국가이며, 인도(33건), 

중국(16건), 터키(16건), 캐나다(12건) 순서

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다. 캐나다는 

20세기 초반부터 반덤핑 제도를 운용해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제건수가 많은 편이다. 

한편,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우회덤핑 

조사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우회덤핑 조

사는 규제당국이 한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 

규제를 취하고 있는데, 그 피규제국가의 제

품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을 우회하여 

수출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

이다. 우회덤핑 5건, 우회상계관세 1건이 조

사되고 있다. 

2020년에 개시된 신규조사는 총 38건이

다. 미국이 7건, 인도가 6건을 개시하였고, 

필리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

아시아 국가들 순이다. 조치별로는 반덤핑 

조사 24건, 상계관세 조사 1건, 세이프가드 

조사 13건이 있었다.

Ⅱ. 한국의 대외 수입규제 현황

이에 비해 한국의 무역구제기관(무역위원

회)이 외국 제품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규제

조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상계관세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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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국가별 대한 수입규제 현황(2021.2.20)

분류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EU 일본 인도 터키 브라질 태국 인니 말련 기타 합계

규제중 40 16 12 5 7 2 23 13 7 5 7 2 29 168

조사중 6 0 0 3 1 1 10 3 0 4 3 2 18 51

합계 40 16 12 5 7 2 23 13 7 5 7 2 29 168

표1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의 품목별‧유형별 현황(2021.2.20)

구분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합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철강·금속 67 14 8 1 7 6 103

화학 32 9 0 0 4 4 49

플라스틱·고무 14 1 0 1 3 1 20

섬유 10 2 0 0 2 2 16

전자전기·기계 5 0 0 0 3 0 8

기타 8 3 0 0 5 7 23

합계
128 26 8 2 19 13

196
165(75.3%) 10(4.6%) 44(20.1%)

껏 조치된 적이 없고 주로 반덤핑 조치가 부

과되고 있다. 반덤핑 조사는 1987년 이후 

2021년에 이르기까지 품목기준 총 178건의 

조사신청이 있었고, 이중 131건(73.6%)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현재는 21

개 품목에 대해서 반덤핑관세가 부과 중이

고, 2개 품목에 대해서 신규조사가 진행 중

이다. 중국, 일본, 미국, EU, 베트남 등 우리

나라와 무역 교류가 많은 국가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화학, 기계·전자, 종

이·목재, 제철·금속 등이 많은 편이다. 세이

프가드는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9건

의 신청이 있었고, 6건은 긍정판정, 2건은 

부정판정, 1건은 취소되었다. 마지막으로 긍

정판정이 내려진 것은 2002년이다.     

Ⅲ. 전세계 수입규제 현황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2020년 6

월까지 총 7,133건의 조사개시와 4,540건

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조치로만 보면 반덤

핑이 4,012건으로 가장 많고, 상계관세가 

337건, 세이프가드 조치가 191건이 발동되

었다.1 

우리나라는 반덤핑 제소국 순위로는 12위

이지만, 피소국 순위로는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소에 비해 피소

가 많다. 상계관세는 우리나라는 지금껏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지만 피소건수는 31

건으로 세계 3위의 피소국이다.2

1 WTO 통보기준(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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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국가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순위 (WTO통계, 1995~2020.6)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비 고

반덤핑

제소국

(건수)

인도
(1,036)

미국
(786)

EU
(523)

브라질
(421)

아르
헨티나
(392)

호주
(366)

중국
(288)

캐나다
(253)

남아공
(234)

터키
(231)

한국
(152) 
12위

피소국

(건수)

중국
(1,440)

한국
(464)

대만
(325)

미국
(303)

인도
(247)

태국
(246)

일본
(231)

인니
(228)

러시아
(176)

말레
이시아
(175)

-

상계

관세

제소국

(건수)

미국
(277)

EU
(87)

캐나다
(73)

호주
(37)

인도
(24)

중국
(13)

남아공
(13) 

브라질
(12)

이집트
(12)

페루
(10)

한국
(0)

피소국

(건수)

중국
(181)

인도
(91)

한국
(31)

인니
(28)

터키
(25)

미국
(21)

베트남
(21)

태국
(20)

이 탈 리
아(16)

EU
(15)

-

세이프

가드

제소국

(건수)

인도
(46)

인니
(35)

터키
(27)

칠레
(20)

요르단
(19)

필리핀
(19)

우크
라이나
(19)

이집트
(15)

미국
(12)

모로코
(11)

한국
(4)
30위

Ⅳ. 최근 수입규제 특징 

수입규제가 취해질 경우 수출국 정부보다

는 수입국 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

는 경우가 많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시장 진

출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대응이 조심스

럽다. 최근 글로벌 수입규제 현상의 특징 중 

하나는 수입규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규제의 도미노, 수입규제의 덤핑 현상이

라고도 부를 수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미국, 인도 등 거대 수입국가의 일방

적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자 전통적으로 자

유무역을 표방하던 국가들까지 수입규제 조

치를 강화하고 있다. 철강의 경우 미국이 

232조 조치를 취하자, EU도 세이프가드 조

치를 취하고, 기타 국가들도 동조를 하면서 

시차를 두고 특정 국가의 수입규제 조치의 

파급효과가 전세계로 퍼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뿐 아니라 과거에 예외를 두던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도 증가하고, 조사기간도 단축되는 

등 피제소 기업과 국가에 부담이 되는 조사

관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주요한 특징만 

살펴본다. 

1.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증가

기업 입장에서 대응이 어려운 것이 반덤핑

이라면 정부 입장에서 대응이 어려운 것이 

상계관세 조사와 세이프가드 조사이다. 반덤

핑은 수출업자가 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을 달

리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기업이 조사 대응을 한다. 그

러나 상계관세 조사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수

출업자의 경쟁력을 키웠고 이로 인하여 수입

국의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규제당

국이 조사를 하는 것이다. 

기업은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

든 세무·회계자료를 외국 규제당국이 요구하

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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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고, 정해진 기

한 내에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해

서 송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외

국 정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경제정책 자료를 규제당국의 언어로 

작성하고, 통계를 모아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일국의 정

부 당국이 타국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는 부

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료가 

많을 경우 수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한편, 세이프가드의 경우는 수출국 정부나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규제당국의 조치이다. 수출국 기업이 정당하

게 경쟁력을 갖추어 시장진출을 확대했는데

도, 수입국 규제당국이 수입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가 세이프가드 조치이다. 수입국 정부 입장

에서 발동에 제약 요건이 많고, 수출국 정부

는 수입국 정부에 대해 절차상 요구할 내용

이 많다. 수입국 조치가 세이프가드 조치 조

건에 부합하는지도 따질 수 있고, 양자 협의

를 통해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야 한다. 정당

한 수출 행위였음에도 피해를 입게 되는 자

국 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경우

이다.   

2016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상계관세 조

치는 7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10건으로 확

대 되었고, 2019년과 2020년 1건씩 신규 

조사가 개시 되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2014년 49건에서 2020년 4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신규조사 건수가 2016년 11건, 

2017년 8건, 2018년 13건, 2019년 20건, 

2020년 15건으로 증가추세이다. 상계관세

와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정부 대응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수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다.  

2. 조사 기법의 진화

최근 수입국 규제당국들은 과거의 정형화

된 수입규제 조사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조사

기법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WTO 반

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문에 있는 문구 중 자

주 활용되지 않던 문구를 새로이 해석하거

나,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적 접근법을 취

하는 국가들이 자국의 WTO 및 FTA 국내 

이행법안에 규제당국의 재량권을 늘리는 

조항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

이다.

미국의 경우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정시장상황)와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자주 

사용한다. 특정시장상황은 수출국 시장이 특

정한 상황으로 인하여 왜곡되었다고 보고, 

수출국 내에서의 내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 조사당국이 임의로 정상

가격을 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5년 무역

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통과로 WTO 반

덤핑 협정 2.2조에 별도의 정의 없이 단어로

만 존재하는 특정시장상황(PMS)을 관세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불리한가용정

보(AFA) 적용에 대한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여 반덤핑 조사에 적용하였다.3 PMS

는 한국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조사 건

3 Pub. L. NO. 114-27, ‘SEC. 502 consequences of failure to cooperate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in a 
proceeding’ ‘SEC. 504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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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초로 적용되었는데, 미국 상무부는 

한국정부의 보조금, 중국산 열연 수입, 열연 

조달자와 한국 강관/판재 생산자간 전략적 

제휴,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이 왜곡되었다고 판정

하였다.4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제출한 정

상가격을 부인하고 회귀분석 계량기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5 이후 미국 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태국, 오만 등 타 국가로부터

의 수입제품에서도 PMS기법을 적용하였으

나, 한국기업에 대한 PMS 적용건수가 가장 

많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한국

산 철강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PMS 적용에 

대해 일관적으로 증거불충분 판정(한국 승

소)을 내리고 있다. 2020년에는 한국산 

OCTG, 송유관, 각관, 일반강관 등에 대한 

PMS 적용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하여, 

상무부에 PMS 적용을 제외하고 관세를 재

산정하도록 명령하였다.6

불리한 가용정보(AFA)는 조사대상 기업이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

지 않아 규제당국이 정확한 마진율을 산정하

지 못할 경우, 제소자들이 제공한 정보 즉 

불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진율을 상향시키

는 조사 기법이다. 명분은 조사대상 기업 또

는 정부의 협조가 없어서 이용가능한 정보로 

마진율을 산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피규제 

기관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치이

다.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조사 이후 

한국에 대해서 8건의 불리한 가용정보 기법

을 적용시켰고, 한국정부는 2018년 2월 미

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3년간의 분쟁 결

과로 2021년 1월 WTO 패널은 미국 조사당

국에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8건 

모두에 대해 WTO협정 불합치 판정을 내렸

다.7 

2020년 2월 미국 정부는 저평가 환율에 

대해서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상무부 규정을 확정하였고 해당 규정은 4월 

6일부터 발효되었다.8 베트남산 타이어와 중

국산 철사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미국 

정부가 최초로 새로운 규정에 근거하여 피조

사국의 환율 저평가 여부를 조사한 케이스이

다.9 예비판정 단계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

는 베트남 동화와 중국 위안화 환율이 각각 

4.7%, 5% 저평가되었다고 공시하며 상계관

세율 산정 시 환율 저평가 요인을 포함시켰

다.10 이러한 환율상계관세의 경우 보조금 

4 OCTG Final Decision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7/04/17/2017-07684/certain -oil-country
-tubular-goods-from-the-republic-of-korea-final-results-of-antidumping-duty).

5 상동

6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Slip Op. 20-69’, ‘Slip Op. 20-125’, ‘Slip Op. 20–139’, 
‘Slip Op. 20-147’

7 (WT/DS539/R)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 (21 January 2021)

8 Federal Register, Vol. 85, No.23(2020.2.4.), 
http://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2-04/pdf/2020-02097.pdf.

9 Federal Register, Vol. 85, No. 125(2020.6.29.), 
http://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6-29/pdf/2020-13957.pdf. Federal Register, Vol. 85, No. 144 
(2020.7.27), http://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7-27/pdf/2020-16232.pdf.

10 U.S. Department of Commerce(2020.10.30), “Decision Memorandum for the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25, https://enforcement.trade.gov/frn/summary/vietnam/2020-24913-1.pdf. U.S. 
Department of Commerce(20.10.30), “Decision Memorandum for the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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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성, 혜

택의 존재에 대해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이견

이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신규 조항에 근

거해 최초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한 경우가 나

타난 만큼, 이후 최종판정 결과와 여타의 신

규 상계관세 조사개시 동향 등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제3세계 수입규제 증가

그간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미국 등 선

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최근 이런 

동향이 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중 인도와 동남아국가들이 차지하는 비

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2017년, 2018년 각각 2건, 3건의 신규조사

를 개시했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12건

과 6건을 개시하여 신규조사 건수가 크게 증

가하였다. 인도의 수입규제 조사는 다른 나

라의 규제당국에 비해 피제소기업의 방어권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고, 행정절차가 미비

하여 투명성도 낮아 대응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11 이 밖에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브

라질,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에 대

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은 

수입규제 경험이 많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절차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4. 기타 - 양자 세이프가드 등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로 관세가 양

허된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량이 급증

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한국에 대한 

양자세이프가드 조치는 2018년 한-터키 

FTA에 근거해 터키 정부가 한국산 

Pet-Chip에 대해 2년간 양자세이프가드를 

조치한 것이 최초이며, 2019년에는 한-인도 

CEPA에 근거해 인도 정부가 한국산 화학제

품 무수프탈산(PA)과 폴리부타디엔고무(PBR) 

제품에 대한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

여 2020년부터 2년간 관세부과를 조치하였

다.12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다자 세

이프가드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자세이프가

드는 FTA 협정 대상국에 대해 단독으로 적용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

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상계관세 조사는 상대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자료축적이 필요하기 때문

에,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

용해온 제도이다. 미국 외에는 인도가 2019

년 한국의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에 대해

서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했고,13 캐나다에서 

냉연강재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23, 
https://enforcement.trade.gov/frn/summary/prc/2020-26452-1.pdf.

11 업계에 따르면 인도 조사당국은 신속한 조사를 위한 조사당국의 추가질문 배제, 예비판정 생략, 현장실사를 데스크 실사로 대체, 
조사기간 단축(과거 1년~1년반에서-> 6~8개월) 등으로 인한 방어권 제약 및 반덤핑 조사신청 통보 및 제소장 발송의 지연 등 
행정 절차 미비

12 인도 무역구제총국 최종판정문 참조, 무수프탈산(Notification Final Findings Case No: SG-08/2019 (dated 28.09.2020), 
https://www.dgtr.gov.in/sites/default/files/Final%20Findings.pdf), 폴리부타디엔고무 최종판정문(Notification Final 
Findings Case No: SG-07/2019 (dated 22.10.2020), 
https://www.dgtr.gov.in/sites/default/files/Final%20Findings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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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 상계관세 조사가 늘어나는 것은 시대

적 트렌드이지만,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

사를 개시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Ⅴ. 최근 국가별 수입규제 동향

1. 미국

2021년 2월 20일 기준 한국에 대한 미국

의 수입규제 조치는 총 46건(반덤핑 36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최다 제소 국

가이다. 반덤핑 조치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

며, 무역특혜연장법에 따라 철강 품목을 중

심으로 AFA와 PMS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

를 부과해왔다, 다만, 최근 반덤핑판정에서

는 다소 완화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또한, 미국은 WTO 출범 이후 277건의 

상계관세 대상 보조금 혐의를 제기하는 등 

전 세계에서 상계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활

용하는 국가이다. 한국 7개 철강 품목에 상

계관세를 부과 중이고 1개 철강 품목에 대해 

신규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상계관세 조

사에서는 수출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

가 확대되고, 조사대상 보조금 프로그램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환율

상계관세를 통해 베트남, 중국을 상대로 상

계관세 예비판정에서 최초로 환율 저평가를 

적용하는 등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

도는 진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조치 중인 세이프가드 중 

한국 관련 조치는 세탁기 세이프가드와 태양

광 세이프가드 2개이며, 2021년 1월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3년 2월까지 2년 추

가 연장되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는 원심조

치가 2022년 2월까지 유지되고, 이해관계자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몰재심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 EU

EU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총 8건으로 

반덤핑 7건, 상계관세 0건, 세이프가드 1건

이 부과 중이다. 조치 건수로 보면 반덤핑이 

많은 편이나, 세이프가드의 경우 철강 26개 

품목에 대해 부과 중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

다. 현재 조치 중인 EU 철강 세이프가드는 

WTO 출범 이후 EU가 발동한 여섯 번째 세

이프가드 조치로 2018년 미국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는 2002년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에 대응하여 EU가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

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15

EU 철강 세이프가드는 2018년 7월 잠정

13 인도 무역구제총국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조사개시문 참조, (Initiation Notification, Case No. CVD -07/2019 (dated 
29.10.2019), 
https://www.dgtr.gov.in/countervailing-duty-investigation/initiation-anti-subsidy-investigation-concerning-imp
orts-styrene

14 캐나다 국경관리청 최종판정문 참조, CRS 2018 IN Cold-Rolled Steel Notice of Final Determination (dated 31, Oct., 
2018), https://www.cbsa-asfc.gc.ca/sima-lmsi/i-e/crs2018/crs2018-nf-eng.html

1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59 of 31 January 2019 imposing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against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OJ L 31, 1.2.2019,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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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부과되고, 다음 해인 2019년 2월부

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한정하여 

최종조치가 부과되었다. 미국의 철강 232 

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12개 EU 회원국

들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

으며, EU 집행위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16

반덤핑 조치의 경우, 최근에 조사를 개시

(2021.2월)한 고흡수성수지(SAP) 건을 포함

하여 총 7건이다. 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주로 철강품목이 대상(3건)이고, 제지(2건), 

석유화학(2건)이 뒤따르고 있다. 그 중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실리콘메탈을 대상으로 한 

조치는 중국의 우회덤핑 관련 건이며, 2015

년부터 부과 중인 방향성 전기강판(GOES) 

반덤핑조치의 경우 종료재심이 진행 중

(2020.10월~)이다. 감열지(중량 및 경량 2

건) 반덤핑 조치의 경우, 조치대상인 우리 기

업은 산업피해마진율 상계상 오류 등을 이유

로 관련 2건의 조치 모두를 EU 일반법원에 

제소하였고, 현재 원심(중량감열지) 및 항소

심(경량감열지)이 각각 진행 중이다.

  

3. 인도

인도는 2018년 5월 반덤핑‧상계관세‧세이

프가드‧수량제한 조사 등 상무부 산하 각기 

다른 총국에서 담당했던 조사들을 무역구제

총국(DGTR,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으로 통합하고, 2018년 

12월 무역구제 조사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여 발간하였다.17 이러한 인도 조사당

국의 공격적인 행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신

규 수입규제조치 건수는 2019년 12건, 

2020년 6건 등으로 급증하여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총 33건(반덤핑 28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4건)이다. 품목별

로는 화학 15건, 철강 8건, 고무 3건 순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화학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도는 2019년 다수의 신규 수입규

제 조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해 최

초로 2건의 양자세이프가드와 1건의 상계관

세 조사도 개시하였다. 무수프탈산(PA), 폴

리부타디엔고무(PBR)에 대한 양자세이프가

드 조사는 2019년 개시되어 각각 2020년 9

월, 2020년 10월 최종판정이 발표 되었으

며, 양자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PA, PBR에 

대한 관세는 한-인도 CEPA 체결 전의 관세 

수준으로 회귀(PA 0%→7.5%, PBR 0%→

10%)하였다.18 

상계관세 조사는 스티렌부타디엔고무

(SBR)에 대해 2019년 10월 개시되어 2020

년 12월 2% 관세 수준의 최종판정(기존 한-

인도 CEPA에 따라 0%관세)이 발표되었

다.19  이에 따라 SBR에 대한 상계관세는 

16 Notice of initiation concerning the possible extension of the safeguard measure applicable to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2021/C 66/14)

17 인도 무역구제총국 Manual of Operating Practices for Trade Remedy Investigations 참조,
https://www.dgtr.gov.in/sites/default/files/MANUAL%20OF%20SOP.pdf)

18 인도 관세청 무수프탈산 관세통지문 참조(Notification No.44/2020-Customs (dated 18.12.2020,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cs-act/notifications/notfns-2020/cs-tarr2020/cs44-
2020.pdf;jsessionid=FA18931DAC9B9013915EBA8C23E9854D, 폴리부타디엔고무 관세통지문 참조 (Notification 
No.1/2021-Customs (dated 28.01.2021,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cs-act/notifications/notfns-2021/cs-tarr2021/cs01-
2021.pdf;jsessionid=011C64184926004A171FCA661E9117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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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까지 인도 재무부에서 관세부과 

고시 여부를 결정(최종판정 후 3개월 이내)

할 예정이다.

4. 중국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17

건(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1건)으로 2020

년 12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와 에틸

렌프로필렌 디엔모노머(EPDM) 2건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이후 현재 조사중인 수입규

제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2020년 중국의 

전체 수입규제 조사는 8건으로 2019년 6건

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조사 대상 국가

는 미국(6건), 호주(2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 미국, EU, 동남아 등이 제소된 PPS, 

EPDM 반덤핑 조사에서는 미국만 200%를 

상회하는 관세를 부과받았다.

Ⅵ. 수입규제조치 대응 및 
분쟁해결

수입규제 조치 대응에 있어서 반덤핑 조치

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대응하고, 상계관세

와 세이프가드 조치는 정부에서 대응한다. 

정부 대응은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공식 절

차에 따른 정부 답변서 제출, 양자 협의, 공

청회 참석 등과 공식 절차는 아니지만 상대

국의 수입규제조치 절차 등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서한 발송을 통해 정정을 요구거나 우려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수입규제 유형별 주요 쟁점으로는 반덤핑

에서는 PMS, AFA,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 

쟁점이다. PMS의 경우 최근 미국 국제무역

법원(CIT)에서 일관적으로 증거불충분 판정

을 내리고 있으며, 아직은 예비판정 단계이

지만 일반강관 예비판정(2021.3)에서는 기

존에 PMS가 적용되던 품목 중 최초로 PMS

가 부정되었다.20 AFA의 경우에도 정부와 

업계에서 CIT와 WTO 제소 대응을 통해 불

합리한 AFA 적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으

며, 2021년 미국의 반덤핑 판정에서는 AFA 

적용으로 인한 고율의 덤핑마진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비교적 최근에 

쟁점이 됐으며, 반덤핑 조사에서 주로 이슈

가 되고 있다. 조사당국에서 덤핑가격을 조

사할 경우 피조사기업에게 피조사기업과 특

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판매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피조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내부자료 공개에 민감하여 피조

사기업이 반덤핑조사 대응함에 어려운 점이 

있다.

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대응 과정에서 정

부는 수입국의 조치가 GATT, 세이프가드 

협정과 판례에 의해 형성된 실체적·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제기한다. 실체

적 요건으로는 수입이 i)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진전(unforeseen development)으로 인

해 ii)최근(recent), 갑작스럽고(sudden), 급

격하며(sharp), 중대하게(significant) 증가

19 인도 무역구제총국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최종판정문 참조, (Notification Final Findings Case No: CVD –07/2019(dated 
30.12.2020),
https://www.dgtr.gov.in/sites/default/files/SBR%20-%20Final%20Findings%20-NCV.pdf

20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3/25/2021-06198/circular-welded-non-alloy-
steel-pipe-from-the-republic-of-korea-preliminary-results-of-antid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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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지, iii)이로 인해(인과관계) iv)수입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 우려가 발생

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제기한다. 절차적 요건

으로는 조사개시 등을 WTO에 적절히 통보

하고, 수출국에게 보상협의 기회를 제공했는

지를 검토한다. 끝으로 세이프가드는 수출국

의 공정한 무역에 대한 무역제한적 조치인만

큼, 우리나라는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보장하

는 수출국의 권리로서 수입국에 우리 피해액

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상을 제안하고, 보

상합의가 결렬되면 보상 제안액에 해당하는 

양허의 정지를 WTO에 통보할 수 있다.

수입규제조치에 대응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입규제조치 절차에 흠결이 없도록 대응할 

경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판정에 대해서

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 제소하거나, WTO 

분쟁 절차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다. WTO 협정에 따른 수입규

제조치가 아닌 양자세이프가드와 같이 FTA

에 따른 조치의 경우 FTA에 규정된 분쟁해

결절차에 따라 정당성을 다투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

Ⅶ. 마무리

수입규제 조치는 한번 조치가 개시되면 쉽

게 종료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조치건수

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부

과받고 있는 전체 수입규제 조치 건수가 

2016년 184건에서 2021년 219건으로 증

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자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자리‧경기회복 등을 위해 보호무

역 장벽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증가추세에 있는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전

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수입규제 조치는 조사대응만으로도 피소

국 또는 피소업체에게 법률자문과 회계관리 

등으로 인한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조사

단계 이전에 제소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현지 시장에 관한 정보 수집

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 제소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며, 현지 공관‧상사 등을 통해 제

소배경 또는 조사당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규제 조치는 수입국 

입장에서 수입물량이 급증한 품목 위주로 조

치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동향

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특정국의 수입규

제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

동향과 수집한 현지동향을 바탕으로 제소 위

험 품목들을 선별하고, 제소 위험 품목은 상

대국 정부‧업계‧협회에 아웃리치하는 등 조사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차단하는 방향으로 대

응 노력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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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Remedies against Korea :
Trends and Response

Trade Legal Affairs and 
Planning Division, MOTIE

As of February 2021, Korean products are subject to a total of 219 trade remedial measures 

from abroad. Trade remedies primarily take the form of anti-dumping, countervailing and 

safeguard duties. Among the 219 measures against Korea, anti-dumping duties are most 

frequently applied with 165 cases, followed by 44 Safeguards and 10 countervailing duties. 

On the other hand, the investigating authority in Korea (“Korea Trade Commission”) has 

imposed a relatively low number of 23 measures against foreign products, with two of these 

cases still under investigation.

The 23 trade remedies imposed by the KTC all take the form of anti-dumping duties, as the 

KTC has never imposed any countervailing du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The last 

safeguard measure imposed by the KTC was in 2002.

One characteristic of global trade remedial measures is the “Domino” phenomenon that 

occurs when import restrictions are carried out. Due to global overcapacity, major import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India have unilaterally strengthened their import 

restrictions, leading to traditional bastions of free trade following suit and scaling up their own 

trade remedial measures. In the steel sector, the EU imposed steel safeguard measures in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the U.S. Section 232 tariffs, resulting in an expansion of trade 

restrictions across the globe as other countries responded in turn to such developments. 

Furthermore, following the emergence of diverse trade measures exemplified by advanced 

investigation methodologies such as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and AFA (adverse facts 

available), increased trade remedies from third countries and the application of bilateral 

safeguards, issuing an adequate response to trade remedies is more challenging than ever. In 

order to effectively stem the tide of trade remed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respond in a thorough manner to each individual investigation procedurally, but also identify 

and address the issue of products likely to be subject to investigation in advance.

Keywords : trade remedy, domino phenomenon,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y, safeguar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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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COVID-19 Pandemic)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한 고찰

김 상 만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ksm101@duksung.ac.kr)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주었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국은 이동제한, 국경통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세계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개도국의 

경제성장도 마이너스 2.4%를 기록했고, 세계 무역(상품 및 서비스)은 9.6%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무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각국의 수출

입통제와 국가개입이 강화되었고, 디지털 경제화가 촉진되었고, 온라인거래가 급증하였으며, 글로벌 가치사슬

(GVC) 재편이 촉진되었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인바,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양한 방안

이 제시될 수 있는데, 개별기업이나 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도 절실히 요구된다.  

주제어 글로벌 가치사슬(GVC), 디지털화, 무역, 사회적 거리 두기, 이동제한, 코로나19,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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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

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3월 11일자에 팬데믹

(Pandemic)을 선언하였고, 각국 정부와 국

제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 극복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유례없

는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하

여 산업체는 물론 개인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

년 전 세계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3.5%를 기

록했는데,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각 마이너스 

4.9%와 2.4%를 기록했다.1 주목할 만한 것

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와는 달리 

개도국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

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운영 및 공급망의 구

조, 조직 및 관리는 물론 국가경제 및 글로

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당분

간 지속될 것이다.2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변화를 초래

하였다. 일부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새롭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기존에 진행되거나 향후 예견되었던 변화로

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변화가 가

속화되거나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다.3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국은 

도시봉쇄, 입국제한, 국경통제, 여행금지, 재

택대피,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

한 규제조치를 실시하였다. 대면회의는 화상

회의로 전환되고, 대면 강의는 온라인 강의

로 전환되고, 원격 진료가 확산되고, 원격 근

무가 확대되고, 온라인거래가 폭증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

여 전 세계는 공급망 불확실성과 수급 부족

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4 코로나19 팬데

믹은 경제분야에서 완전한 디지털 사업, 소

셜 미디어를 통한 판매, 전자지급결제 등을 

촉진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무역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

에 부진해졌다. 소비와 교역이 위축되고, 조

업 중단으로 생산도 감소하였고, 시장 내 기

대심리도 악화되었다.5 전 세계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주요

국의 급격한 석유 수요 감소로 2020년 4월 

20일 국제유가는 배럴당 –37.63 달러를 기

록하였는데, 이는 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 기

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무역에도 중

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하여 많은 변화

가 초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

로 2020년 전 세계 상품무역은 5.6%나 감

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1/01/26/2021-world-economic-outlook-update).

2 Paolo Barbieri, et al, “What can we learn about reshoring after Covid-19?”, Operations Management Research 
Vol.13 (2020), p.131.

3 UNCTAD,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OSG/2020/1, 2020, p.6. 

4 정귀일,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마케팅 무기: 제품에 디지털(digital)을 입혀라!”, 「Trade Focus」, 2020년 제52호, p.1.

5 문병기, 강성은, “코로나19의 수출 영향 및 전망”, 「Trade Focus」, 2020년 제15호, p.3.



198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1호 (통권 제1호)

로 2009년에 22% 감소를 기록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6 더구나 2020년 전 세계 서비

스무역은 15.4%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0년 이후로 최대의 감소폭이다.7 이동제

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결과로 관광, 운송, 

유통 서비스 분야가 큰 피해를 입었다.8 또

한, 이동제한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2020년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는 42%

나 감소하였다.9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팬데

믹의 영향으로 2020년 수출은 5.4% 감소하

였고, 수입은 7.2% 감소하였다. 

일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은 아직 예고되지 

않고 있어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디지털 혁신, 혁신 제

품과 서비스 개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재편 등을 통하여 시장을 선

도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빠르게 대처한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되었고, 대처에 늦은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차원은 물론이고 개인 

차원에서도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

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코로나19 팬데믹
(COVID-19 Pandemic) 
이후 무역환경 변화

1. 개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국은 

도시봉쇄, 국경통제, 여행금지, 이동제한, 사

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실시

하였다.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졌다. 그리

고 완전한 디지털 사업, 소셜 미디어를 통한 

판매, 전자지급결제 등이 촉진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은 물론 무역거래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

다. 각국의 수출입통제와 국가개입이 강화되

었고, 디지털 경제화 촉진되었고, 온라인거

래가 급증하였으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 촉진되었다. 대부분의 변화는 기존에 

진행되거나 향후 예견되었던 변화로서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변화가 가속화되거

나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다.10 

2. 수출입통제와 국가개입 강화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적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였고, 이러한 이동제한은 서비스 무역

의 감소로 이어졌다.11 코로나19 팬데믹은 

6 자료 UNCTAD 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s://unctad.org/news/covid-19-drives-large-international-trade-declines-2020.

7 Ibid. 

8 WTO, “Trade in Services in the Context of COVID-19”, WTO Information Note (28 May 2020), p.1.

9 자료 UNCTAD 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s://unctad.org/news/global-foreign-direct-investment-fell-42-2020-outlook-remains-weak.

10 UNCTAD,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OSG/2020/1, 2020, p.6. 

11 OECD, COVID-19, international mobility and trade in services: The road to recovery, (OECD 202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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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이러스의 유입이나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사람이나 상품의 이

동을 제한하였다.12 그리고 안면보호대, 손

소독제, 코로나 진단키트, 기타 의료용품 등

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 각국은 관세인

하 등을 통한 해당 품목의 수입 확대보다는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통하여 물량을 

확보하려고 했다.13 WTO가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WTO 회원국 

72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에서 수출 금지 또

는 제한 조치를 실시했는데, 주요 품목은 안

면보호대, 보호의류, 보호장갑, 소독제, 의약

품, 식품, 코로나 진단키트 등이라고 한다.14 

이러한 추세는 식량안보를 이유로 농산물 분

야로 확대되었다.15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은 

자유무역을 저해하였고, 이는 다시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을 지연시킴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16  

코로나19 백신의 개발로 이동 제한이 다

소 완화되는 듯하였으나, 다양한 변이 바이

러스의 출몰로 인하여 최근에는 다시 이동 

제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이

나 상품의 이동 제한조치는 WTO 협정 및 

기타 국제통상법의 비차별원칙이나 시장접

근원칙과 충돌될 수 있다.17 코로나19 바이

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입국금지 조

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에 위반될 수 있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이나 상품의 수입제한 조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에 위반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조치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과 충돌될 수 있다.18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시

작된 보호무역주의는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선진국의 글로벌 리

더십이 실종되었다.19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하여 각국은 국내경제 위축, 수출 부

진 등을 겪게 되었고, 산업계에서는 국내산

업 보호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수입제한, 무역구제조치 등을 통하여 국내산

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20 참고로 유럽제조

자연합(AEGIS Europe)21은 의장 명의로 

EU집행위원장에게 보낸 2020년 4월 2일자 

서신22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무역구제조치, 외국인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EU집행위원회에 요청하였다.23 

12 김대완, “코로나19 대응조치의 통상법·정책적 쟁점”, 「통상법률」, 통권 제148호(2020), p.27.

13 곽동철, “코로나19 이후 국제통상질성의 변화와 통상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148호(2020), p.80.

14 WTO,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Information Note (23 April 2020), p.8. 

15 곽동철, 전게논문, p.80.

16 곽동철, 전게논문, p.80.

17 김대완, 전게논문, p.27.

18 김대완, 전게논문, p.28.

19 곽동철, 전게논문, p.77.

20 곽동철, 전게논문, p.83.

21 AEGIS Europe은 20개 이상의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연합체임.

22 해당 서신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537b2fbe4b0e49a1e30c01c/t/5e8705f7d6ea570f51bb20c0/158590719
9896/20-04-03_Letter+to+President+von+der+Leyen_COVID+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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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정

책을 추진중이다.24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EU 등에서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를 통하여 추진되어 왔는데,25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국

내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저가로 매각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

하는 추세이다.26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국

가가 인수하는 조치도 나타나고 있다.  

3. 디지털 경제화와 온라인거래 촉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

치,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은 산업계

와 일상에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했고, 온라

인거래를 급성장시켰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스마트폰 보급, 결제시스템 발달 등으

로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온라인거래는 연

평균 21.0%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여

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동제한과 사회

적 거리 두기, 기타 비대면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게 되었다.27 국제적으

로는 국경폐쇄, 여행 제한,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하여 무역거래에서도 온라인화가 확대되

었는데,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온

라인 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였고, 이는 기

술과 연결성 격차를 심화시켰다.28 특히 우

리나라 온라인거래 시장 규모는 세계 5위이

고, 소매유통시장에서 온라인거래의 비중은 

28.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29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온라인거래 흐름의 특징으로

는 품목 다양화, 고령층 소비 증가, 온-오프

라인 융합, 혁신 정보기술(IT) 도입 등이 있

다.30 

 제조업에서는 디지털화 전환과 가치사슬

의 확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안

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이 도입되고 있다. 스

마트 제조는 급속한 기술발전 성과의 적용을 

통하여 제조업 전반에 걸쳐 정보를 수집·분

석하여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 사슬간의 연

계성과 통합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제조업으

로 이행하는 과정인데, 이는 산업지능화라는 

23 곽동철, 전게논문, p.83.; AEGIS Europe 2020.4.3.자 News
(http://www.aegiseurope.eu/news/manufacturing-industries-call-on-the-eu-to-prevent-a-great-takeover-as-
an-economic-consequence-of-the-covid-19-outbreak?rq=covid-19%20outbreak).

24 곽동철, 전게논문, p.84.

25 국가별 주요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FIRRMA법안(2018. 8월)의 입법을 통해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심사대

상을 미국 기업 M&A(지배지분에 한정)에서 ①군사시설 인근 부동산 취득, ②핵심기술‧핵심인프라, 민감개인정보 수집업체에 
대한 투자, 비통제(소수 지분 등) 투자까지 확대)

(2) 일본 : 사전신고․심의 대상 업종에 IT 및 통신관련 20개 업종 추가 (2019. 5월)
(3) 영국 : 첨단신기술을 자발적 사전신고대상인 안보위협대상산업으로 지정 (2018. 7월)
(4) 프랑스 : 기업혁신과 성장촉진 실행법 제정, 사전허가제 대상산업에 첨단신기술 포함 (2019. 5월)
(5) 독일 : 군수산업에 한정됐던 정부조사 대상산업의 범위를 첨단기술로 확장 (2017. 7월)
(6) EU : 외국인투자 감시제도 도입하며 첨단신기술도 감시분야로 지정 (2019. 5월)

26 곽동철, 전게논문, p.84.

27 김현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트렌드”, 「Trade Focus」, 2020년 제21호, p.3.

28 WTO, “Trade in Services in the Context of COVID-19”, WTO Information Note (28 May 2020), p.1.

29 김현수, 전게논문, p.3.

30 김현수,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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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자동화와는 차이가 있고, 정보의 수

집·분석 이외에 활용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보화와는 차이가 있

다.31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 상호작용과 연관

된 위험의 관리를 부각시켰고32, 전자인증제

도 확산 등 디지털 경제화를 촉진시켰다. 

UNCITRAL(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에서는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2001))”,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2005))”, “양도성 

전자기록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 등 디지털 

경제화에 필요한 모델법과 협약 제정을 추

진해 왔다. 그리고 다수의 국가들이 

UNCITRAL의 디지털 경제 관련 모델법과 

협약에 기반하여 디지털 관련 법(“디지털법”)

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33, 코로나19 팬데

믹 이후에 각국의 디지털법 입법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전자서명서비스의 발전

은 경제활동의 연속성을 원활하게 하고, 코

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공통인증기준은 다양한 법체계 

간에 신원관리 승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34 한편, 디지털법의 시행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

이 필요하다고 본다.35  

코로나19 팬데믹은 온라인거래로의 전환

을 가속화하는 추가적인 원동력이 되었다.36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산업현장과 가

정에서 모두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품목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37 참

고로 미국의 재택근무자 비중은 63%(2020

년 4월, 갤럽)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

19 진정 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세계 최대 IT·가

전 전시회인 CES 2021은 코로나19 팬데믹

의 영향으로 참가 규모가 절반 이하로 감소

하였고, 방식도 all-digital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38 동 전시회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

넷(IoT), 5G, 증강·가상현실(AR/VR), 모빌

리티(Mobility) 등의 기술진보를 보여주는 

가운데,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시대상을 반영

한 제품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39 

31 정은미, “한국형 스마트 제조, 산업혁신의 경로가 되고 있다.” 「IR FOCUS」, 통권 제243호(2020), p.1.

32 Anna Joubin-Bret,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통상법률」, 통권 제148호(2020), p.5.

33 참고로 2020. 7월 UNCITRAL에서 일련의 화상패널회의로 개최된 “UNCITRAL 규범 및 COVID-19 대응 및 회복(“UNCITRAL 
Texts and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에 대한 화상패널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 개정이 이러한 디지털
법화의 예시로 제시되었다.(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5.).

34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6.

35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p.5-6.

36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5.

37 정혜선,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對美 수출 5대 유망분야”, 「Trade Brief」, 2021년 제1호, p.8.

38 조성대 외, “CES 2021 생활밀착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팬데믹 시대 혁신 트렌드로 확인”, 「Trade Brief」, 2021.1.26., 
p.1.

39 조성대 외, 전게논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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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 

무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국가 간 

데이터 공유의 증가, 블록체인 기술의 확대, 

국가 간 전자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이 촉진되

었고, 이는 무역금융에서 문서처리 지연을 

방지하게 되었다.40 또한, 양도성 전자기록

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도입을 통하여 

각국은 무역금융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41 이에 대한 대응으로 탄력적인 공

급망, 디지털화에서 글로벌 조정, 현대화, 무

역금융과 물류에서의 법률의 조화 등이 필요

하게 되었다.42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

후 문서에 기반한 전통적인 무역금융은 첨예

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43 

4.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가속화

과거에는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최종재 교역이 무역의 주를 이루었다. 세계

화 전개 및 자유무역 확대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한 분업이 가능해지고,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생산 

과정(단계)을 세분화하고, 각 생산 과정을 가

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지역)에 

배치하였다.44 1990년 이후 글로벌 가치사

슬(global value chain)의 확대로 중간재 

무역이 증가하였고, 중간재 무역의 증가는 

세계 무역 성장을 주도하였다.45 다시 말해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로 소비를 위한 교역에

서 생산을 위한 교역으로의 전환이 증가하게 

되었고, 글로벌 가치사슬은 세계 무역 증가

와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주요 신흥국은 자

본재와 중간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낮아졌지만, 수출 급증으로 수

출에서의 전체 부가가치와 국내총생산은 크

게 증가하게 되었다.46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의한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으로 신흥

국들은 생산성, 품질, 다양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47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가

치사슬 참여율은 52%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세계 중간재 교역은 감소추세에 있다.48 특

히 주요 신흥국들의 급속한 인건비 상승과 

주요 선진국들의 인건비 정체로 인하여 임금 

격차가 크게 감소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기존

의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

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인건비가 더 낮은 

지역으로의 이전, 거대 소비시장의 역내로 

이전, 본국으로의 리쇼어링(reshoring) 등이 

추진되었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의 

경우 인건비가 더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비자와의 접근성이 중요한 품목의 경우 거

대 소비시장에서 현지 생산하며, 고숙련 노

동이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 리쇼어링하는 방

안을 추진하였다.49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40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7.

41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7.

42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7.

43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6.

44 국제무역연구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한국무역협회(2020), p.8.

45 국제무역연구원, 전게서, p.8.

46 국제무역연구원, 전게서, p.10.

47 WTO, World Trade Report 2020, WTO(2020), p.9.

48 국제무역연구원, 전게서,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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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는 글로벌 기업의 생산효율성 

극대화와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져왔

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러한 효과와 

기대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50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인한 지역 폐쇄, 출입국 제한, 수출

입 규제, 국경봉쇄, 각종 이동 제한 등은 글

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었고, 

효율성만을 위하여 생산 과정을 특정 일부 

국가에만 배치하는 것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위기상황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

었으며,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회복

탄력성과 충격완충을 고려하게 되었다.51 결

국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가속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

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예로는 리쇼어

링, 생산기지 다변화,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을 들 수 있고, 그 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국가들 간에 생산네

트워크를 설정하는 지역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주요국들의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52 리쇼어링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주

요국들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산

거점을 자국 내로 이전하는 정책을 지속 추

진해왔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핵심사업

의 자국 복귀를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

진 중인데, 특히 의료・보건, 안전, 첨단산업 

등의 독자적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

다.53 생산기지 다변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중국 공급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Ⅲ.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1. 개설

코로나19 팬데믹은 무역환경에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변화는 기존에 진행

되고 있었던 변화가 촉진되고, 향후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었던 변화가 앞당겨진 것이며, 

일부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고유

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인바, 여기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나 국가 차원에서는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영업성과를 제고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키

는 것이 필요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무역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을 이

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모든 국가나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 양상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닌바, 개별 국가나 기업에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4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개별기업이나 국

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선택

49 국제무역연구원, 전게서, p.31.

50 곽동철, 전게논문, p.79.

51 곽동철, 전게논문, p.79.

52 심혜정 외, “ 코로나 공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미국․일본의 지원 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정책제안)”, 「Trade 
Focus」, 2020년 제45호, p.2.; 곽동철, 전게논문, p.79.

53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54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 How COVID-19 is changing the world: a statistical perspective 
Volume II, WTO(202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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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안 

중에는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방안도 있고, 다른 기업과의 연계나 민관

협동이 필요한 방안도 있다. 또한, 국가 차원

에서 추진해야 하는 방안도 있고, 국제사회

와의 공조를 필요로 하는 방안도 있다.  

2. 디지털 경제화와 온라인거래화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을 가속

화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에 융합

되어 우리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난

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과 

홈코노미(home+economy)가 확산되고, 비

대면과 홈코노미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55 따라서 이러한 

시장 수요에 대한 전략이 요구된다. 비대면

과 홈코노미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4

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은 봉쇄조치,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 근무 등을 

실시하였고, 이는 글로벌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그 중 대

표적인 것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거래(전자

상거래)가 급증하였다는 것이다.56 이로 인

하여 무역에서도 B2C 온라인거래가 증가하

였는데, 수출기업은 B2C 온라인 수출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 대표적인 B2C 온라인 수출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수출

자가 해외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는데, 수출기업은 자신의 핵심자

원, 해외시장 진출 핵심역량, 다양한 외부요

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출유형을 정하

고, 수출유형에 적합한 홍보, 마케팅, 대금결

제 등에 대한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57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경제화를 촉진

시켰는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표준화된 디

지털 조달방식의 수립이 필요하다.5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CITRAL에서는 디지털 

경제화에 대한 모델법과 협약 제정을 추진해

왔고, 다수의 국가들이 UNCITRAL의 디지

털 경제 관련 모델법과 협약에 기반하여 디

지털법을 시행해 오고 있었는데,59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각국의 디지털법의 입법은 가

속화될 것이다. 디지털법의 입법 목적을 달

성하고, 입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이 요구된다.60 또

한, 국제적으로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활용

에 대한 공조가 필요한데, 각국의 데이터 현

지화 조치와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 조치가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디지털 무역장

벽 완화 또는 철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가 요구된다.61 

우리나라는 2014년의 제조업혁신 3.0에

55 정귀일, 전게논문, p.1.

56 김현수, 전게논문, p.1.

57 송선옥, “B2C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전략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상무연구」, 통권 제81호(2019), p.142.

58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14.

59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5.

60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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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마트 공장 구축과 공급부문 역량 제고

의 양면전략을 추진해 왔고, 중소기업의 스

마트 공장 확대에 주력해 왔다.62 제조업의 

스마트화에 대해서는 제조업 생산설비의 자

동화, 4차산업 기술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전

통 공급망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래 산업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유치 경쟁이 치

열해지고, 제조업 스마트화로 개발도상국과

의 생산 비용 격차를 줄여 자국 기업의 해외

생산비중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63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기획, 설계, 생산, 유통, 물류, 판

매, 사후관리 등 전 사업 전 영역에서 새로

운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말하며, 지능정보기

술의 활용으로 제조업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대한 혁신적 재편이다.64 따

라서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단순한 비용절감

이나 생산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제품의 스마트화, 지능형 생산방식으로의 전

환, 조직 및 시장 혁신 등 보다 적극적인 목

표를 두고 있다.65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 

공장 보급을 목표로 역점 추진중에 있는데, 

스마트 공장의 효과 입증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2020

년 말까지 1만 9,79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

급했고, 2021년 1월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

한 ‘2021년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을 발표하여 스마트 공장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 중이며, 총 지원금은 

4,376억원이다.66 또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민간의 자발적 참여 등을 위하여 상생

형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다.67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스마트 

공장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의 역할 강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세계 

무역이 9%나 감소하였고,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전되었다.68 이에 따라 대기업 중

심의 수출구조와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대두

되었고, 우수한 기술력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을 주목하고 있다.69 

2019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은 4,597개로 

전체 기업 수의 0.6%이지만, 총 수출액은 

957.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7%를 차지

하고 있는데,70 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

견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급변하는 무역환경

에 대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경

우가 많다. 따라서 대기업, 유관기관, 정부 

등 외부의 지원과 협조가 요구된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협력을 받

61 곽동철, 전게논문, pp.88, 98. 

62 정은미, “한국형 스마트 제조, 산업혁신의 경로가 되고 있다.” 「IR FOCUS」, 통권 제243호(2020), p.2.

63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64 정은미, 전게논문, p.1.

65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66 2021.1.21.자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67 정은미, 전게논문, p.2.

68 정혜선, “중견기업, 코로나19 속기술력으로 수출파고 넘다”, 「Trade Focus」, 2021년 제1호, p.1.

69 정혜선, “중견기업, 코로나19 속기술력으로 수출파고 넘다”, 「Trade Focus」, 2021년 제1호, p.1.

70 정혜선, “중견기업, 코로나19 속기술력으로 수출파고 넘다”, 「Trade Focus」, 2021년 제1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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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견

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4.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면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가

치사슬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효율성 극대화, 

개도국의 경제성장, 선진국의 부가가치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

지만, 선진국의 일자리 상실, 개도국의 인건

비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가 대두되면서, 글

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재편이 진행되어 왔으

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

속화되었다. 

대표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으로는 리

쇼어링, 생산기지 다변화, 제조업의 스마트

화 등을 들 수 있으며,71 이에 대한 주요국들

의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72 리쇼어

링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주요국들은 제

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산거점을 자국 

내로 이전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고, 코

로나19 팬데믹 이후 핵심사업의 자국 복귀

를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73 

특히 의료・보건, 안전, 첨단산업 등의 독

자적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74 생산

기지 다변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

는 과정에서 대중국 공급 리스크를 분산하려

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새로운 국가로 생산 다변화, 

②동일 국가 내 새로운 지역에 생산 설비 확

대, ③최종 소비시장과 인접한 지역에 공급

망 구축 등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분산 등이 

있다.75 제조업의 스마트화에 대해서는 제조

업 생산설비의 자동화, 4차산업 기술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전통 공급망이 약화되는 가운

데,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조업 스마트화로 

개발도상국과의 생산 비용 격차를 줄여 자국 

기업의 해외생산비중 하락을 유도하고 있

다.76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경제 및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치

사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77 코

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이 가속화되었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보건위기 발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보건의료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는 내부화가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국산화 및 공급

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업 차원

에서는 중요한 보건의료분야의 내부화를 추

진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리

71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72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73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74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75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76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77 Paolo Barbieri, et al, “What can we learn about reshoring after Covid-19?”, Operations Management Research 
Vol.13 (2020),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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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어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5. 민관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적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무역은 급감

하였는바, 안전한 국경간 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요구된다.78 회복속

도와 강도는 상당 부분 서비스무역의 회복에 

좌우되는데, 국경간 보건 프로토콜과 상호 

인정 협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79 한편, 코

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 장비와 물품, 의료 

서비스, 의약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

다. 초기에는 의료용 마스크와 마스크 제조 

원재료, 코로나 진단키트 등에 대한 수요 급

증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

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수익을 목적으

로 해당 원재료나 완제품 확보에 총력을 기

울였고, 각국 정부도 국민보건을 위하여 자

원 비축 또는 공공조달로 확보하였다. 그러

나 일부 국가들이 시행한 자원 비축은 시장 

실패와 절차적 흠결을 보여주었다.80 또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민관협력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

면서, 백신 확보에 각국은 비상이 걸린 상태

이다. 백신 확보는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

계가 있고, 민관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팬데믹의 

극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유행병으로서 전 세계의 

공조가 필요하다. 그 외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에서도 국제

사회의 공조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

로는 ①무역 관련 정책 조치에 대한 투명성 

향상을 통한 무역·글로벌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 ②공급망의 원활한 유지(특히 보건과 

식품 등 필수품에서), ③불필요한 수출 제한 

및 기타 무역장벽에 의한 상황 악화 차단 등

을 고려할 수 있다.81 코로나19 기타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안면보호대, 의료용품, 의약

품, 의료장비, 기타 관련 원재료 등의 국제적 

이동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 관

세 인하 또는 철폐가 필요하고82, 과도한 수

출 금지 또는 제한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보건분야의 팬데믹에 의한 국제적 

규모의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는 없었고, 

이에 따라 직접적인 역사적 경험을 통한 코

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각국의 수출금지 또

는 제한 조치에 대한 해결책은 찾기 어려울 

수 있다.83 그러나 2007∼2012년의 기간에 

전 세계는 세계 식량 시장의 긴축과 가격 변

동성의 증가를 경험했는데, 이는 위기 상황

에서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의 영향을 극복하

기 위한 참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84 연

속적인 식량가격 폭등으로 2007∼2012년의 

기간에 251건의 수출제한조치가 도입되었는

78 OECD, “COVID-19, international mobility and trade in services: The road to recovery”, (OECD 2021), p.2.

79 OECD, “COVID-19, international mobility and trade in services: The road to recovery”, (OECD 2021), p.2. 

80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10.

81 OECD, “COVID-19 and International Trade: Issues and Actions”, (OECD 2020), p.1.  

82 김대완, 전게논문, p.32.

83 WTO,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Information Note (23 April 2020), p.8. 

84 WTO,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Information Note (23 April 202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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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중 88건은 세계 식량시장이 더 이상

의 심각한 부족사태에 직면하지 않게 된 

2012년 이후에도 남았다. 일시적인 비상상

황으로 인한 수출제한 조치는 자유무역을 저

해한다는 점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재확인하

여 비상상황 종료시에는 조속히 수출제한 조

치를 철폐하는 데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백신 확보에 

각국은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현재 백신 접

종률은 국가 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코로나

19의 종식을 위해서는 글로벌 집단면역 형

성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요구된다.  

Ⅳ.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가 직면했었던 가

장 중대한 위기 중의 하나이다.85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생활에 불안과 불편을 가져왔

고, 실물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전 세계

는 유례없는 충격에 빠졌고86,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하였

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수출입통제, 국경봉

쇄, 이동제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조치

가 확대되었고, 국제통상질서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글로벌 경제 및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87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년 세계무역(상품 및 서비스)은 

9.6% 감소하였는데, 선진국은 10.1% 감소

하고, 개도국은 8.9% 감소하였다.88 코로나

19 팬데믹은 우리나라의 무역에도 적지 않

은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지난해 총수출은 

5,128억 달러로 전년보다 5.4% 감소하였고, 

수입은 4,672억 달러로 전년보다 7.2% 감

소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생산 

차질과 전 세계적 소비 위축으로 주요 시장

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다만, K-방역의 성과

를 토대로 바이오헬스 등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했고, 디지털화와 비대면화로의 전환을 

계기로 반도체, 컴퓨터, 친환경차 등 첨단 제

품 수출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89,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월별 수출액은 6개월 연속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2018년 3월 이후 37개월만이다.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기타 대응조치 등

으로 세계경제는 2021년에는 5.5% 성장하

고, 2022년에는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90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극

복과 팬데믹 이후의 변화에는 불확실성이 존

재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단 모든 경

제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공

조도 요구된다. 그리고 개별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변화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85 OECD, “Innovation, development and COVID-19: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ways forward ”, (OECD 2021), 
p.2. 

86 UNCTAD,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OSG/2020/1, 2020, p12. 

87 곽동철, 전게논문, pp.76-77.

88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1/01/26/2021-world-economic-outlook-update).

89 김경훈 외, “2020년 수출입 평가 및 2021년 전망”, 「Trade Focus」, 2020년 제46호, p.1.

9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1/01/26/2021-world-economic-outlook-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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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팬

데믹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인류에 대한 위기

인바, 생명과 생활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

역이 필수적이다.91 그리고 무역거래의 원활

화를 위하여 전 세계 공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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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to International Trade 
by COVID-19 Pandemic and 
Relevant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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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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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Pandemic has given the world an unprecedented economic and social shock, and 

has significantly changed daily lives and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curb the spread of 

COVID-19, countries implemented relevant actions. Due to COVID-19 Pandemic, the global 

economy in 2020 fell by 3.5% with 4.9% fall for the developed countries and 2.4% fall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COVID-19 Pandemic has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global trade, which has resulted in 

many changes. Global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in 2020 fell by 9.6% fell by 

9.6%. Export and import control and state intervention have been implemented, digitalization 

has been promoted, online transaction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global value chain 

(GVC) reorganization has been promoted. As such changes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appropriate responses are required. 

Various measures can be proposed, and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promote the optimal 

measure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individual enterprise or country. In addition, to 

overcome the crisis, all economic units as well as international community need to cooperate.

Keywords : COVID-19, global value chain (GVC), international trade, pandemic, 

social distanc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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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거래제도
(GtoG Transaction)* 
활용방안에 관한 고찰†12

장 현 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ㆍGtoG 
교역지원센터 정부간거래관리실 과장
(jhc45@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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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정부간 거래제도의 정의 및 특징

1. 정부간 거래제도의 개념

2. 정부간 중개와 정부간 거래

Ⅱ. 우리나라의 정부간 거래제도 소개

1. 우리나라 정부간 거래제도의 법적근거

2. 정부간 수출계약 도입 배경

* 국내 기존 연구(한인섭 외)는 정부간 거래를 GtoG Transaction으로 사용하였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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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정부간 수출계약 체결현황

4. 정부간 수출계약 체결사례 소개

Ⅲ. 정부간 수출계약의 개선 필요사항

1. 양자계약 체결의 어려움

2.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부재

Ⅳ. 정부간 거래제도를 통상에 활용하는 해외 사례 소개

1. 서언

2. 캐나다의 International Prime Contractor Service

3. 영국의 G2G Agreement

4. 뉴질랜드의 G2G Know-How

5. 소결

Ⅴ. 정부간 수출계약 활용 확대를 위한 제언

1. 정부간 수출계약의 법적ㆍ제도적 개선

2. 정부간 거래 단일창구(Single-Window) 확립을 통해 국가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

3. 정부간 거래를 연계한 경제외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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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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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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1호 (통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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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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