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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통상법무·정책 실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핵심 

통상이슈에 관한 학술 정기간행물 『통상법무정책』을 연 2회(5월·11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래 공란에 우편 주소를 기입하여 신청해주시면 『통상법무정책』 

인쇄본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본 신청서는 “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
(disputecase.kr)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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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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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배송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일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우편 주소1

수집목적 간행물 배송을 위한 주소 등 제반사항 확인2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신청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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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경제영토를 

넓혀왔습니다. 최근에는 방위산업에서 역대 최고 수출 

수주액을 기록하였고 한류 콘텐츠 수출에서도 잇달아 성과를 

내며 명실상부한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로 대표되는 신통상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익 

수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냉철한 통상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고강도 긴축정책 시행 여파로 인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현상을 

비롯하여 미·중 간 갈등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인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통상전략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노골적으로 

제도화됨으로 인하여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중심의 통상질서 및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법무정책」은 이처럼 격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통상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 

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한데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고자 2021년부터 매년 2회씩 발간하는 전문 간행물입니다. 

이번 2022년 하반기호에는 다양한 배경의 필진이 참여하여 국제통상규범 및 통상정책을 

비롯하여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IPEF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혜안을 제시하는 총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 2022년 하반기호에 참여해주신 필진 및 편집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통상법무정책」이 대한민국 통상역량 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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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적 해석 1PB 통상법무정책 2022년 제2호 (통권 제4호)

정
책

정책

미국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적 해석

정인경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한미FTA대책과 사무관
(ikjung2050@gmail.com)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국내 정치에서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외정책 및 통상정책을 수립해왔다.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미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에서 

국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여타 국가들과 맺는 통상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거정치가 자리 잡은 미국은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상당한 유권자 표를 확보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산층의 표심을 중시해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정권을 차지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중산층-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표심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후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보인다. 본 원고에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국가로 제조·산업 시설이 이동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 미국 중산층과, 중산층-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및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정권을 차지한 최근 10년의 두 행정부의 노동자 중시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역대 행정부 중 가장 노동 친화적으로 평가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 미국 국내 노동자 중시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과정과, 국내 정책 기조가 대외 통상정책으로 연계된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노동정책 

본격화에 따라 최근 미국이 국제질서 개편의 일환으로 주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과정에서 2022년 

9월 장관선언문에 미국의 노동 중시 정책이 반영된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원고는 최근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노동과 무역의 연계를 살펴보고, 세계 최대시장이자 

통상규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국내정책이 대외 통상정책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정치경제적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신통상의제로 부상한 노동 중심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함의,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핵심용어     미국의 통상정책, 바이든 행정부,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 노동자 중시 정책,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양극화, 정치경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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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내 정책에서 시작되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국내 정치에서 시작
된다. 특히나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미국
의 경우, 미국에서 국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
이 여타 국가들과 맺는 통상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 이해집단과 
선거 정치의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국내적 필
요와 정책을 우선시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수립
해왔다. 대표적으로, 국내 상황에 따라 고립주
의 및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국내적 필요 
및 국내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특징을 보여왔다.

본 원고에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상대
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국가로 제조·산
업 시설이 이동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
락을 경험한 미국 중산층-노동자와, 이들의 입
장을 대변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및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를 표방하며 
정권을 차지한 최근 10년 간 두 행정부의 노동
자 중시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 부상한 노동 중시 정책이 신통상 
의제로서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연결된 흐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전통적으
로 선거 정치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산층-
노동자의 표심을 중시해왔으나, 최근 정권을 
차지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
우 중산층-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러스트 벨트
(Rust Belt) 지역의 표심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후 공정무역을 중시하며 더욱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보인
다. 또한 역대 행정부 중 가장 노동자 친화적으
로 분류되는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 관련 정책
을 통상정책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최근 인
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의 통상협정
을 주도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IPEF에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
의 통상정책 분야 중 노동 분야와 관련된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이후 미국의 국내 경기회복 
및 중간선거를 위해 노동자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미국 내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에 미국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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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조가 국제사회와 한국에 미칠 영향과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노동을 
강조하는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한국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응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중산층-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와 미국 노동정책의 부상

1.    전통적으로 중산층-노동자가 중요한 
미국의 선거 정치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국내정책의 우선순위가 곧 대외정책으로 
연결되는 미국의 특성상, 역대 미 행정부들은 
국내 중산층 재건과 중산층을 이루는 대표적 
집단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선전하며 선거
를 치뤄왔다.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미국의 
선거 정치 특성상 미국의 국내 정치는 이해집
단과 중산층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전통적으
로 미국 선거 정치에서는 중산층-노동자 집단
의 지지가 중요하고 이들의 민심이 선거 결과
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
서 이들 지역을 중시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 이
들 지역의 표를 확보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다. 

스윙스테이트(swing state)로서 특정 정당
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치열한 경
합주로 분류되는 지역의 경우, 이들 지역의 표
심에 의해 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선거 
시기마다 주목을 받아왔는데, 최근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이와 같은 양상이 두
드러졌다. 2012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던 미국의 대표적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노동자들은 오랜 세월 
민주당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보
호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미국 우
선주의(America First)와 백인 노동자의 지위 
회복을 주장한 트럼프를 지지하며 2016년 공
화당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노동자의 복지와 일자리를 강조하
며 친노조 성향을 보인 2020년 민주당 바이든 
캠프로 노동 집단의 표심이 이동하며 또 다시 
민주당 정권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중산층-노동자는 정권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
으로 공정무역 및 보호무역정책 기조를 강조
하는 정당을 지지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회복
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출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중산층-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
락으로 인한 표심 변화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락했다고 여기는 노
동자 계층이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 중서부의 쇠퇴한 공업지대인 미시간, 위
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의 러스트 
벨트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저학력·저소득의 
백인 유권자들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어왔는데, 미국 내 산업시설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해외로 
이주하고,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
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들과 경쟁하게 되
면서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양극
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서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에 러스트벨트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이 결집하여 공정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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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면
서 정권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다.1)

실제로 미국 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저
학력·저소득의 노동자 계층의 사회 경제적 지
위 하락에 대한 지표는 여러 논문을 통해 지적
된 바 있으며, 최근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경
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추가
적 하락과 상대적 박탈감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ilanovic2)이 고안한 '코끼리 곡선'은 세계
화가 본격화된 1988~2008년을 중심으로 상
위 20% 집단의 소득 증가가 가장 더디게 진행
됐음을 밝혔는데, 이 구간은 주로 경제적 성장

이 어느 정도 진행된 선진국의 중하위권 노동
자들이 속하는 지점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여타국의 소득은 증가했으나, 오히려 선진국
의 중산층에 속하는 집단의 생활 수준이 상대
적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의 그
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 중산층’ 지
점은 가장 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를 통해 에
서 미국의 노동자 계층이 국내에서 체감하는 
불평등 수준이 심화하였다는 점을 어렵지 않
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노동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강조하며 대선 출마 당시에 
Autor, Dorn, and Hanson4)의 연구를 인용
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90~2000년대에 미

1)    민정훈, “통상(通商) 관련 미국 내 여론에 관한 분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2)    Milanovic, Branko ed.,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Edward Elgar Publishing, 2012)

3)    Milanovic, Brankoed., Global In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4)    Autor, D., D. Dorn, and G. Hanson,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3, No. 6, (2013), pp. 2121-2168.

코끼리 곡선: 선진국 중산층의 상대적 소득 하락

자료: Milanovic, Brankoed., Global In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2016)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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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실업률이 증가했다. 김홍률5)는 Autor, Dorn, 
and Hanson의 연구가 지니계수나 집단 간 비
교 등 직접적인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아니나, 
실업, 노동참여율, 소득감소 등을 주제로 연구
를 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학계가 밝혀낸 것보
다 국제무역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음을 유추
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내 노동
자 계층의 사회 경제적 지위 하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국제무역이 미국 노동자 집
단의 실업 및 소득감소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의 
심화로 인해 한 국가 내에서 임금구조가 양극
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Yeaple6)은 한 
국가 내 기업별 기술 수준에 따라 생산성의 양
극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점점 더 큰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지만, 낮은 생
산성의 내수 기업들은 국제무역으로 인한 부
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유사한 
논리로,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가진 국내 
내수용 제조업에 종사하던 노동 계층의 임금
이 양극화로 인해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락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 계층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상대적 박탈감,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를 정책 

기조로 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산업시설의 미
국 내 재건을 주장하며, 더 나아가 미국과 통상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노동 이슈 등을 제기하
며 노동자 집단의 사회 경제적 지위 하락에 대
한 반감을 지속해서 표출하고 있다.7) 특히, 대
표적인 노동 이익집단인 AFL-CLO(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는 미국이 체결한 
FTA를 바탕으로 과테말라, 바레인, 온두라스, 
콜롬비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등에 대한 
노동권 이슈를 제기하고,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활용
하여 카자흐스탄, 이라크, 태국, 조지아 등에 
노동권 및 아동노동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며 
지속해서 노동자 집단을 대변하는 이해집단으
로써 목소리를 내고 있다.8)

본래 제조업 분야의 실업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조 시설이 상대적으로 저렴
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로 이전되면서 겪
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며, 기술 진보 등의 다양
한 요인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자 계층과 연
계된 이해집단의 경제적 소득 불평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선거 정치를 통해 국내 정책에 반
영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국제 경제정
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으로도 확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김홍률, “노동의 무역연계에 관한 미국의 정책변화”,「오세경」 제4권 제3호 통권 30호(2001) 

6)    SR Yeaple, “A simple model of firm heterogeneity, international trade, and wag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5)

7) 민정훈, “2016년 미국 대선경과 및 특징 분석”, 「IFANS FOCUS」, IF2016-51K,(2016), pp.1-2
8)    Cathleen D. Cimino-IIsaacs, “Worker Rights Provisions and U.S. Trade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6842, 

(2021), p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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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노동 중심 정책의 역사

미국은 다양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통상 의제로서 노동을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지속해왔다. 특히 글로벌 무역체제
에서 노동기준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을 중시하며, 노동자들이 무역으로 발생
하는 혜택을 공유 받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
고 포용적인 성장을 목표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무역-노동기준 연계를 통
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을 설정하
여 해당 기준보다 낮은 여건에서 생산된 제품
의 무역을 금지하고, 수출국에 대해 무역 제
재를 가능하게 하는 규범의 근거를 1995년 
설립된 무역 통상 분야에서의 대표적 국제기
구인 WTO에서 도입하려 하였으나 참여국
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다.9) 1996년 싱가포
르에서 열린 WTO 장관회의에서는 ‘국제적으
로 인정되는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observe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e labor 
standards)’하도록 협의할 것을 약속하고, 노
동 관련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ILO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노동기준의 보호무
역주의적 활용을 삼가자는 논의를 거친 바 있
으나, 이후 2001년 도하 라운드에서 참여국들
은 싱가포르 선언문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
하고 추가적인 결론은 지어지지 않았다. 이후 
ILO에서 합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는 다양한 양자 및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해 노

동기준과 관련된 규범을 체계화하면서 무역-
노동기준 연계를 구현하고 있다. 현재 WTO와 
ILO는 협력하여 노동과 무역의 연계 사안을 
다루고 있다.10) 

미국은 무역과 노동을 연계한 입법을 가장 
많이 한 나라이기도 하다.11) 이는 국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산층-노동자 계층의 유
권자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선진
국이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하는 이유에는 
세계화로 누리는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저임금을 기반으로 덤핑 등의 불공정
한 무역을 하는 기업과 국가에 대한 우려도 있
다. 특히, 인권 보호가 미흡한 개발도상국들에
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를 제재하기 위해 사회적 규제를 취하고 연계
를 주장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
서 현재 무역 제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12)

일례로,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제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관세법 307조를 이
미 1930년에 제정하였다. 다만, 해당 법률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실질적으로 활
용이 된 바 없었으나, 최근 2021년 12월 위구
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제정되면서 다시 
주목받으며 2022년 6월 미국의 관세보호청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중국에 대한 무역 조치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대한 반입 보류 명령을 내리는 사

9)    왕윤종,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88).

10)    WTO의 공식 웹사이트에 “Labour standards: consensus, coherence and controversy” 제목과 함께 게재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bey5_e.htm)

11)    정형진, “무역과 노동 - 미국 통상법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vol no 29(2008), pp.285-307

12)    김홍률, “노동의 무역 연계에 관한 미국의 정책변화”,「오세경」 제4권 제3호 통권 30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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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미 1980년에 McKinley 관세법

을 통해 죄수의 노동력을 이용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 2022
년 8월까지도 미국경쟁법(COMPETES Act)
의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미국 시장으
로의 수출 시 특정 제품의 관세 면제 혜택을 제
공하는 정책을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이와 함께 국가 적격성 기준(Country Eligibility 
Criteria)에 노동, 인권, 기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도입했다. 

2021년 7월 발간된 미 의회 보고서에 따
르면, 미국은 2021년 6월 만료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상에는 1988년부터 노동
자 권리 및 노동기준(Worker Rights and Labor 
Standards)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이 미
국이 오래전부터 노동 관련 정책 기조를 미국의 
통상협상 원칙으로 포함해 왔음을 알 수 있다.13)

최근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상에 최초로 노동 관련 분쟁 해결 절차인 ‘특
정 사업장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Facility-
Specific 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
이 도입됨에 따라 멕시코 내 제너럴모터스
(GM) 공장의 노동권 침해 의혹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또한 동 제도를 활용하여 
대외경제정책 상의 노동자 중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 관련 이해관계자 및 노동권 옹
호 집단은 이러한 동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전 세계적으로 노동권 
강화 움직임을 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나
친 무한경쟁 환경 조성으로 노동권이 착취당
하는(race to the bottom) 것을 방지하고, 노
동자들이 불공정 경쟁 환경에 처하는 것을 방
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저임금 국가들에서
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뿐 
아니라 노동기준 및 임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4)

노동조항을 포함한 무역 협정의 숫자와 비율 (1958~202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월간통상」(2022)

13)    Cathleen D. Cimino-IIsaacs, “Worker Rights Provisions and U.S. Trade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6842, (2021), pp. 1-50

14)    Kimberly Ann Elliott, “‘Labor Standards’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olicies for Development: A Handbook”, (The 
World Bank, 2011), p. 428.



미국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적 해석 98 통상법무정책 2022년 제2호 (통권 제4호)

정
책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최근 무역
과 노동의 연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노동기구 자료에 의하면 노동조항을 포함한 
무역 협정 건수 증가 <그림 2>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추세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조항이 포함된 무역 
협정의 비율은 WTO가 설립된 1990년대에 시
작되어 1995년 3개에서 2006년 6개, 2021년 
113개까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  

III.    바이든 행정부의 중산층-노동자
를 위한 외교

1.    노동자-중산층의 재건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 중시 정책

이러한 노동정책 중심의 역사적 흐름은 미
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
중산층 재건'을 필두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
서는 국내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 본격화되
면서, 이러한 정책 기조가 대외 경제정책까지
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외교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노동자 중시 
정책(Worker-Centered Trade Policy)’ 등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과 중
산층-노동자 계층의 재건을 위한다는 정책 목
표 아래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 취임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과거부터 체결되어온 통상정책이 노동자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미국의 통상정책상의 
노동 의무조항 반영 등을 검토하겠다고 공언
해 왔으며 강제노동 등으로 제작된 상품이 수
입되지 않도록 가능한 통상 방안을 모색하겠
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불공정 노동 관행
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노동자 중
심정책(Putting Workers at the Center)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6)

바이든 행정부의 친노조 정책은 중산층 복
원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를 통
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안정 및 경제 사회적 지위의 회복
을 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행정부는 중
산층의 상당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바이든은 노동자 권
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재
차 강조하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직접 본인
의 트위터를 통해 "모든 미국인은 노조를 조직
하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에서 나오는 존엄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의 정책은 노조 
조직화를 장려하는 것이고 사용자들은 노동자
들에게 노조에 가입할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
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라고 강
조한 바 있다.17)

바이든은 취임 이후 국내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권한 남용 금지, 노동법 위반 시 
기업 임원 개인에 책임을 부과, 노조 조직화와 
단체교섭 독려 및 촉진, 근로자의 존엄성 향상 
및 급여·복리후생 향상, 일자리 보호 등의 정책

15) 산업통상자원부, 「월간통상」, (산업통상자원부, 2022), vol 124 특집 

16)    USTR,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USTR, 2021), pp. 15

17)    바이든 대통령은 ‘21.2월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Every American deserves the dignity and respect that 
comes with the right to union organize and collectively bargain. The policy of our government is to encourage union 
organizing, and employers should ensure their workers have a free and fair choice to join a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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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한 바 있다.18) 당선 직후에도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 임금 인상, 실업보험 및 건강보
험,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노동자 조직화 
지원, 인종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노동 관련 정책을 밝혔다.19)

최근 미국 노동부는 2022년 9월에 아동노
동이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
되는 상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속적
으로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20) 

이 외에도, <표 1>과 같이 미국의 대중 견제
가 이전 정부보다 강화되며 중국의 강제노동 

및 인권 탄압과 연계된 기업 및 제품에 대한 다
양한 제재를 통해 무역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
하고 있다.21)

바이든은 미국의 노동절(Labor day)을 맞아 
“중산층이 미국을 건설했으며, 중산층을 만든 
것이 노동조합”이라고 발언하며, 기업들이 정
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취
임 후 지속해서 중산층-노동자 중시 입장을 거
듭 밝히고 있다.22)

이러한 흐름에서 노동자 중시 정책으로 당
선된 바이든 행정부는 역대 행정부 중에서 가
장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며, 

표1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인권/노동 관련 대중국 주요 조치 내용

자료: 무역협회 통상리포트,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KITA 통상리포트」, vol 2, (2022), pp. 5

18)    국회입법조사처,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특별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1).

19)    홍성훈,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정책 공약”, 「국제노동브리프」, Vol. 18 no. 11, (한국노동연구원, 2020) 

20)    Department of Labor, “List of Goods Produced by Child Labor or Forced Labor”, (US department of laor, 2022), https://
www.dol.gov/agencies/ilab/reports/child-labor/list-of-goods

21)    박선민, 정해영, 김경화,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KITA 통상리포트」, vol 2, (2022), pp. 5

22)    백악관, “Remarks by President Biden Celebrating Labor Day and the Dignity of American Workers”, https://
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9/05/remarks-by-president-biden-celebrating-
labor-day-and-the-dignity-of-american-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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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IPEF는 이 흐름이 대외경제정책 및 통상정책
으로 반영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노동이 환경, 디지털 등과 함께 신통상의제
로 명실공히 부상하였고, 국제사회가 새로운 
규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노동과 무역의 연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
으로 보인다.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
해 본 미국의 노동 중시 정책 기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노동자 중
심 정책 기조에 맞추어 대외협상에서도 노동
자 중심 정책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
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서도 두드러진다. 2022년 5월 
출범해 같은 해 9월 공식적으로 장관선언문을 
발표하고 협상을 개시한 IPEF는 최근 미국 통
상정책의 흐름을 잘 반영한다. 

IPEF는 14개 국가(미국, 한국, 일본, 싱가포
르,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
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가 참여하며, 공급망, 환경, 디지털, 조세, 반
부패 등 기존에 통상 분야에서 비중 있게 다루
지 못했으나 국제 규범화가 필요한 분야 및 개
념들을 통상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장관선언문에서는 직접적
인 협력 분야나, 세부 분야를 직접적으로 언급 
하기 보다는 기존 국제 협정들에 기반해 협력
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
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2022년 9월 발표된 장관선언문 계기에 통상
과 연계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노동권, 노동자 

보호 등의 노동 관련 문안이 반영되었다는 점
이다.

IPEF 장관선언문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전반적으로 노동 관련 문안을 어렵
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참여국들은 필러1~4
에서 공통적으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기반
하여 노동 관련 의무 이행 및 노동권을 증진
하기로 합의(based o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하였다. 다만, 각 필러별 선언문에 ILO
가 언급된 이후 단서처럼 ‘각 참여국이 채택
한(which the Partners have adopted)’문안
이 전제조건처럼 언급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creation 
of decent work, quality jobs)’ 및 ‘경제성
장의 혜택이 노동자 및 국민에 공유(ensure 
broadly shared economic growth for our 
workers, companies, and people)’되도록 
합의하고, ‘공정 경쟁의 기회를 제공(level the 
playing field)’하기로 한 문안 등 노동자에 관
련된 문안도 여러 필러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장관선언문에 언급된 노동 관련 문안은 사
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과거 WTO에서 노
동권을 통상 규범에 도입하려던 시도가 있었
을 때,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WTO 장
관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observe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e labor standards)’하도록 협
의할 것을 약속하고, 노동 관련 이슈를 주도하
는 국제기구는 ILO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노동
기준의 보호무역주의적 활용을 삼가자는 논의
를 거친 바 있다. 이후 2001년 도하 라운드에
서 참여국들은 싱가포르 선언문을 재확인했으
나 추가적인 결론은 지어지지 않은 채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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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WTO와 ILO는 협력하여 노동과 무역의 
연계 사안을 다루고 있다.24)

ILO에서 밝힌 노동기준과 WTO 및 여타 
규범에서 언급된 노동 관련 규범을 IPEF에
서 어떤 식으로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
안은 향후에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
나, 장관선언문 상에 참조하도록 언급된 노
동기구(ILO)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190

개의 협약(convention)을 채택했고, 협약 비
준국(member countries)에 적용 가능하다
고 보편적(universal)으로 인정되는 핵심 협약
(fundamental conventions)에는 10가지가 
있으며, 크게 5가지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 금지, 산업 안전 보
건 협약이 있으며, 이와 같은 규범들과 관련해 

표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선언문 상의 노동 관련 문안

구분 내용

필러1 

노동 관련 

문안

... adopting and maintaining, and enforcing, national laws based on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rights, based o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

필러2 

노동 관련 

문안

We intend to promote labor rights based o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which the Partners have adopted, 

We recognize that skilled workers and employers who comply with national labor 

laws and promote labor rights based o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which the Partners have adopted, are critical to ...

We look forward to working together to strengthen resilience in our global supply 

chains, especially in the critical sectors that underpin our economies, and ensure 

broadly shared economic growth for our workers, companies, and people.

필러3 

노동 관련 

문안

We recognize the need to promote just transitions through the creation of decent 

work, quality jobs, and labor rights based o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which the Partners have adopted.

필러4 

노동 관련 

문안

... improving the investment climate, ensuring shared prosperity, and promoting 

labor rights based o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which the Partners have adopted.

We seek to level the playing field for businesses and workers within IPEF 

member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3)

23)    산업통상자원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보도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 pp. 1-18

24)    WTO의 공식 웹사이트에 “Labour standards: consensus, coherence and controversy” 제목과 함께 게재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bey5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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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국제노동기구(ILO) 10대 핵심 협약(‘22.9월 기준)

결사의 자유
제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강제노동 금지
제 29호: 강제노동협약

제 105호: 강제노동철폐협약

차별금지
제 100호: 동등보수협약

제 111호: 고용·직업상 차별 협약

아동노동 금지
제 138호: 최저연령협약

제 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협약

산업 안전 보건
제 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

제 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협약

자료: ILO, Fundamental Conventions25)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4  IPEF 참여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현황

분류 세부사항
IPEF 14개 참여국 비준 현황(‘22.9기준)

미 한 일 싱 호 뉴 필 말 베 인도인니 브 태 피

결사의 
자유

87호: 결사의자유 및 단결권보호 협약 - O O - O - O - - - O - - O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 O O O O O O O O - O - - O

강제
노동 
금지

29호: 강제 노동 협약
C029 - O O O O O O O O O O - O O

P029 - - - - O O - O - - - - O -

105호: 강제 노동 철폐 협약 O - O O O O O O O O O - O O

차별
금지

100호: 동등 보수 협약 - O O O O O O O O O O - O O

111호: 고용·직업상 차별 협약 - O - - O O O - O O O - O O

아동
노동 
금지

138호: 최저 연령 협약 - O O O - - O O O O O O O O

182호: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철폐협약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산업 
안전 
보건

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 - O - O O O - - O - - - - O

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협약 - O O O - - - O O - O - O -

자료: ILO, Ratifications of fundamental instruments by country26)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5)    ILO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할 수 있다. 제 161호 산업안전보건의 서비스협약도 핵심협약 
후보로 유력하게 논의되었으나 2022년 6월 논의에서 최종적으로는 제155호와 제187호만 포함되었다. 
Fundamental Conventions,
https://www.ilo.org/global/standards/introduction-to-international-labour-standards/conventions-and-
recommendations/lang--en/index.htm#:~:text=The%20ILO%20Governing%20Body%20had,of%20forced%20or%20
compulsory%20labour

26)    ILO, Ratifications of fundamental instruments by country,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
0011:0::NO::P10011_DISPLAY_BY,P10011_CONVENTION_TYPE_CODE: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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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이나 향후 규범화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IPEF 참여국에 중요
한 숙제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IPEF를 주도 중인 미국 또한 ILO의 핵
심 협약에 대해 국내적으로 비준하지 않은 사
안이 있고, 경제 수준이 상이한 여러 국가가 참
여한 만큼, 노동 관련 협약에 대한 각국의 비
준 현황이 다양하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핵심 
협약 중 2개 협약에 대해서만 비준하였으며, 
IPEF 참여국 중에서도 모든 ILO 핵심 협약에 
대해 비준한 국가는 부재하다. 따라서 상이한 
국가별 비준 및 이행 상황에 대한 고려 및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장관선언문으로 향후 전개될 협의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최근 발표된 장
관선언문 상에서는 미측의 국내정치적 우선순
위인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적으로나마 선언문 
상에서 최종적으로 포함되었다. 기존 미국의 
노동 문안을 포함하려는 IPEF 논의와 현 바이
든 행정부의 친노동자 정책 기조를 감안한다
면, 향후에도 노동 관련 내용이 강조되거나 추
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IPEF는 법적 성격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 구속력이 없고, 향후에 노동 관련 문안이 
구체화 되더라도 경제적 수준이 상이한 여러 
참여국의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선진
국-개도국 간 견해 차이를 좁히는데 상당한 진
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IV.    IPEF 참여국의 반응과 한국에 
주는 함의

1. IPEF 참여국의 반응

국제사회에서는 신통상이슈(환경, 노동, 디
지털, 조세, 반부패 등)가 부상함에 따라 국가 
간에 새로운 통상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동과 같이 기존에 통상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대다수 국
가의 반감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
된다. 현재 노동 규범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에서 관련 규범 도입이 좌초된 이
후에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협정에 
일부 문안이 반영되었고, 다자 차원의 논의는 
IPEF 등을 통해 초기 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IPEF 장관선언문에서 ‘각 참여
국이 채택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기반하여 
노동 관련 의무 이행 및 노동권을 증진하기로
(promote labor rights based o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which the Partners 
have adopted)’ 합의한 것처럼, 각 국가는 비
준 여부, 다양한 경제 수준, 인프라 등에 따라 
국내 이행이 가능한 수준의 차이를 지속적으
로 주장하며 미국의 노동 중시 기조 반영에 대
해 어느 정도 추가적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지
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노동기준의 
무역 규범화가 또 다른 형태의 비관세장벽으
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노동 관련 규범과 공정
무역은 노동권 보호와 공정한 규범을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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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추구하나, 실제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들에 교묘한 무역 장벽
(disguised barriers to trade)으로 작용할 소
지가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의 자원·기술·노동
력 등 비교우위에 따라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 
활성화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존 
무역 이론과 공정무역을 위한 무역 제재가 충
돌하는 경우, 새로운 노동 규범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의 노동
집약적 생산·제조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성
장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27)

다만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의회보고서
(CRS Re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국
제통상 협상에 국내정책 기조에 따른 노동권 
강화 및 보호, 노동자 조직 참여 등을 협상 문
안에 포함하기를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적으
로 이행 역량이 취약한 개발도상국 등의 참여
국에 기술개발과 역량개발 제공하는 것을 함
께 강조한다는 점이다.28) 이는 IPEF 참여국에 
노동 관련 제반을 향상시킬 역량 및 기술을 제
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노동기준을 향상시
키고, 노동기준 준수의 가능성을 제고하려 하
려는 미국의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발
도상국의 경우 노동 규범의 상향을 받아들이
는 대신, 국내 인프라 등의 개선에 대한 인센티
브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에 미칠 영향 및 대비 필요성 

미국 주도의 대외경제협정 상에 노동 관련 
문안의 반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이에 대한 국내적 제도 점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비, 다자 차원에서의 대
응, 기체결된 여러 국제통상 플랫폼의 상이한 
법적 수준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한국이 노동 관련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적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한국이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 
잠재적 노동 이슈가 한국의 대외통상정책과 
국내 법·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종
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29) 특히 한국
의 경우, 최근 2018년 EU로부터 ILO 주요 협
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널 설
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국
제 협정 상에 노동 문안 삽입을 환영할 입장은 
아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2월
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중 3개 「제29
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
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향후 분쟁 소지가 완화되어 
통상 리스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IPEF 참여국의 
비관세장벽를 개선하고 시장 규제 합리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관련 논의를 활용하

27)    Craig Van Grasstek, The History and Futur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Publications, 2013), pp. 380. 

28)    Cathleen D. Cimino-IIsaacs, “Worker Rights Provisions and U.S. Trade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6842, (2021), pp. 1-50

29)    산업통상자원부, 「월간통상」, (산업통상자원부, 2022), vol 124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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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신통상 의제 중 
비교적 규범화 된 환경, 디지털 등 여타분야에 
비해 노동 분야의 무역과 연계는 선례가 적고, 
규범 수준이나 기준이 모호한 만큼 비관세장
벽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재외 공관 
등을 활용하여 지속해서 노동 관련 비관세장
벽 사례를 수집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어 각각 국가
군이 최근 여타 통상협정에서 논의한 노동 관
련 규범의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이 선진
국 진출 시에는 노동기준 및 노동 규범으로 인
해 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돕고, 다른 
한편으로 개도국 진출 시에는 노동 관련 비관
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셋째, 미국의 새로운 노동 중시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양자보다는 다자협정 등의 보다 거
시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과거에 ILO 및 여타 노동 관련 국제 
협정 논의 과정에서 보인 각 국가의 입장을 모
니터링하여 한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국
가와 협력을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반영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은 각 국내법으
로 제정하여 이행되는 만큼, 한국 및 유사 입장 
국이 가입하지 않은 국제협약이나 국내 사정
과 국내법 등을 고려하여 이행법률을 어떠한 
방식으로 국내 규범에 반영할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기체결한 여러 통상협
정의 상이한 법적 구속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IPEF 참여국 중 미국과 FTA
를 체결한 몇 안 되는 국가인 한국은 한미 FTA 

상에 노동 챕터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협상이 개시된 IPEF는 법적인 성격이 정해지
지 않아 추후에 양 국제협정 간의 규제 수준이
나 법적 구속력의 정도가 충돌할 경우를 대비
하여 사전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특히,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러 협정
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에 유리하도록 전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V.    결론

미국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020 대선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당선에 주요
한 역할을 한 러스트벨트 지역 표심 확보를 위
해 노동 중시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
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시작으로 새로운 
노동기준을 제시하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
고, 국내적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이
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의회 등을 설득해야 하
는 상황인 바, 기존 무역 협정상의 노동 관련 
기준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차별성을 만들
어 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향후에도 미국 국내정치적 사유로 
인한 노동자 중시 정책이 무역과 연계될 것으
로 관측된다.

특히, 본격적인 IPEF 공식협상이 개시된 만
큼, 미국 정부의 노동 관련 국내 정책이 대외정
책에서 우선시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향
후 미국에서 추가적 입법이 있는지 관련 동태
를 주시하며, 이와 같은 미국 국내적 움직임이 
대외 통상협정에 반영되는 동향을 주목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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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n the 
U.S. Worker-Centered
Trade Policy

Historically,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foreign economic policies according to the priorities 

of domestic policies in times of political and economic crises. This research examined the U.S.’ 

protectionism and worker-centered trade policy that was affected by the U.S.’ domestic political 

economic priorities and the working middle class, who have exercised enormous influence in recent 

elections while experiencing a decline in socio-economic status due to transfer of manufacturing 

facilities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cheap labor as globalization progressed. In particular,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linkage between the U.S.’ recent labor-centered policies promot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U.S.’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Specifically, this paper pointed that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which was led by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accordance with the full-fledged labor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 2022, has revealed the U.S.’ will to promote worker-centered policies through the Ministerial 

Statement in September 2022. This paper also observed the reaction of the IPEF countries on the 

labor-related texts and contains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on how to respond to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e newly emerged trade agenda, labor-centered policy going forward. 

Keywords :    The U.S.’ Trade Policy, The Biden Administration,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 

Worker-Centered Trade Policy, Trade-Linked Labor Standards,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economic polarization, political economy,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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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TA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지원 방향성에 대한 연구

박정준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jj@kangnam.ac.kr)

중소기업들은 국가 내 높은 기업 비율과 일자리 창출 능력에도 불구하고 무역활동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역설적으로 최근까지의 무역협정들과 이를 통한 무역자유화 역시 중소기업들에 대해 통일되고 유의미한 

규범과 환경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개별 국가와 정책 단위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참여 지원 노력을 

해왔지만 파편화된 방식들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성공적인 중소기업의 무역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최근 메가-FTA인 RCEP과 CPTPP, 그리고 미국 주도의 USMCA는 독립된 중소기업 챕터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 방법, 그 이행과 관련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규범들을 명문화하고 있어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협정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무역 참여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공유해야 할 정보의 

내용과 지원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정책 효과 도출을 위한 이행 강화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가속화된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기회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지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중소기업, FTA, CPTPP, RCEP, US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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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이는 선진국 또는 개
도국 등 개별 국가 단위의 발전 수준을 막론하
고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구체적으로 중소기
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1), 무역
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혁신, 기술 
및 관리 노하우의 공유 촉진과 심화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2) 구체적인 지
표 역시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기준으로 중소기업들은 기업 
규모 측면에서 국가 내 약 95%를 차지하고 있
는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전체 고용의 2/3 정
도를 담당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
할이나 존재감에 대하여 대기업들(large 
enterprises)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낮은 인
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데 이는 세계화(globalization)가 계속해서 진
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역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인상적이지 않
았던 것이 한 가지 원인으로 추측된다.4) 역시 
OECD 회원국에 한정한 경우이나 실제 통계
적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전체 수출 활동에 참
여하는 정도가 불과 20~40%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5)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
겠지만 특히 대기업에 비하여 기업역량의 관
점에서 원거리 거래에 대한 어려움, 문화와 언
어 차이에서의 문제점, 지역별 상이한 비즈니
스 관행 등이 우선적 이유가 될 것이며, 이 때
문에 중소기업들은 세계시장 참여에 있어 외
국 업체와의 합작, 해외 프랜차이즈의 가맹, 해
외 생산 등으로 한정된 경영양상을 보이기도 
했다.6) 이 때문에 비교적 드문 사례로서 중소
기업이 독자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서의 존재감을 보일 경우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고 인정받기도 하는 것이 현
실이다.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유럽연합 위
원회(EU Commission),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OECD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공동으로 진행

1)    OEC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rade, https://www.oecd.org/trade/topics/small-and-medium-
enterprises-and-trade/.

2)    OECD, “Fostering greater SME participation in a globally integrated economy,” DISCUSSION PAPER: SME Ministerial 
Conference, 22-23 February 2018 Mexico City, (2018), p.5.

3)    Ibid., p.6.

4)    에이먼 버틀러, 황수연(편),「무역과 세계화 개론」(도서출판 리버티, 2022), p.123.은 일명 대기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국적(multinational) 또는 초국적 기업들(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이 세계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이유를 잘 정리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GVC 참여에 필수적일 다양한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R&D, 자원 소재의 
탐색, 제조, 판매, 마케팅, 금융, 물류, 폐기물 관리, 법률 자문 등에서 중소기업과 비교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 

5)    OECD, supra note 2, p.6. 반면, 이런 관점에서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Union’s Trade Policy and the 2021 
Review: What Does it Mean to Me?”, 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 https://trade.ec.europa.eu/
doclib/docs/2021/february/tradoc_159428.pdf에 따른 EU 중소기업의 무역참여 비율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EU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며 전체 수출기업의 87%가 중소기업이다.

6)    이준호·최정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로고스경영연구」, 제13권 제2호(2015), p.9.

7) Ibid.,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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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무역 참여 장
애요인을 잘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다.8) 대표
적으로 첫째는 수출유통경로와 해외소비자 확
보 등 관련 세계시장에 대한 정보의 제한성, 둘
째, 제품 표준이나 인증 절차를 포함한 외국의 
수입 조건에 대한 정보 부재와 경제적 과도(過
度), 셋째, 통관 및 행정절차의 생소함과 부담
감, 끝으로 넷째, 재정 흐름에서의 한계성 등이 
해당한다.9) 많은 국가들의 중소기업은 상기 이
유들로 인하여 무역활동에 대한 기회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한계점 지적에서 자
유로울 수 없는데 상위 10대 기업, 즉 대기업
의 수출집중도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10) 무역 참여에 있
어 이러한 편향된 구조의 심화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
며 해당 기업들의 내수 의존적 구조를 잘 보여
준다.11) 1948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발효와 1995년 WTO 출범으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지속 형성, 발전해 
온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은 완제품을 생산해가는 과정에서 비교우위
에 입각한 국가별 분업체계 형성을 통해 중소

형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세계화 이전 시기보
다 분명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왔지만, 
지금까지의 추이에 국한했을 때는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하기 어
렵다.12) 

반면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
쟁의 영향과 이에 따른 상호 견제 성격의 산
업 및 통상 법안과 정책들이 연속되며 GVC
가 다시 한번 빠르게 재편되어 가는 움직임
이 있어 국가 정부의 역할과 기업 자체의 의지
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만들
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자유무
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서 중
소기업의 무역 참여 제고를 위한 별도의 챕터
(chapter)를 도입하고 관련 규범들을 명문화
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인 동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10월 기준 총 58개국과 18개 FTA
를 발효시킨 상태에 있는13) 우리나라는 이
하에서 분석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제외하면 그 어떤 양자 
혹은 복수국과의 협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독립된 챕터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14) 이러
한 상황을 고려한 본 연구에서는 RCEP과 함

8)    WTO, “Trade obstacles to SME participation in trade,”World Trade Report 2016: Levelling the trading field for SMEs, 
(2016), p.78. 

9)    Ibid., 해당 내용을 상술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limited information about the working of the foreign markets, and in 
particular difficulties in accessing export distribution channels and in contacting overseas customers; (ii) costly product 
standards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in particular, a lack of information about requirements in the foreign country; 
(iii) unfamiliar and burdensome customs and bureaucratic procedures; and (iv) poor access to finance and slow payment 
mechanisms.”

10)    정철 외.,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115.

11)    Ibid., p.117.

12)    OEC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rade, https://www.oecd.org/trade/topics/small-and-medium-
enterprises-and-trade/

13)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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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대표적인 메가-FTA로서 포괄적·점진적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그리고 통상규범 차원에서 가장 선
진화된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
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
Canada Agreement, USMCA) 내 관련 조항
들을 심도 있게 분석,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FTA 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참
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내용’
과 ‘방법’ 그리고 ‘이행’과 관련된 포괄적 방향
성을 모색한다.

II.    지원 ‘내용’에 대한 고찰: 무역 정보
의 공유

통상정책(trade policy)은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economic policy)에 특화되어 왔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에는 다양한 사회
정책(social policy) 성격의 논의들도 포함하
고 있다.15) 그리고 그 주요 이유로는 통상협정
(trade agreements)의 관할 범위가 관세 이외
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온 점, 큰 소득 격차를 
가지는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

이 함께 통상체계에 참여하면서 모두의 이해
관계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고된 점 등이 
있다.16) 전술했던 것과 같이 대기업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덜 주목받았고, 그러한 기업들과 비
교해서 보다 많은 지원과 예외의 인정이 필요
할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규범이 비로소 최근
의 FTA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도 통상정책에서 
경제와 사회정책 간에는 물론 다른 규모를 가
진 기업들 사이에도 더 나은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대
표적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협정의 대상 범위가 관세 양
허 이상의 내용들로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동
시에 협정 자체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복잡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이어 발현되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
서 무역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를17) 도
모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볼 수 있는 관
세율에 대한 이해나 원산지규정의 정확한 활
용 등이 지나치게 파편화되는 것은 부정적 스
파게티보울(spaghetti bowl) 효과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오래전부터 많은 우려를 야기해오고 
있다.18) 당연하게도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
는 그 대응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비하여 중

15) Simon Lester, et al., World Trade Law: Text, Materials and Commentary (Hart Publishing 2018), p.913. 

16)    Ibid., 해당 내용을 상술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is change is resulted of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the expanded 
scope of trade agreements, which are no longer limited to reducing tariff duties; the integration of poor countries into 
the trading system, which has resulted in trade between countries of vastly different income levels; regulatory regimes 
and policy goals; the rise in importance of issue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which were not 
prominent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the general growth of the modern regulatory state.”

17)    WTO, supra note 8, p.3.

18)    Jagdish Bhagwati, Termites in the Trading System: How Preferential Agreements Undermine Free Trad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61. 해당 내용을 상술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systemic problem from discriminatory trade 
liberazation under PTAs arises in two ways. First, when a country enters into multiple FTAs, it is evident that the same 
commodity will be subjected to different tariff rates if, as is almost always the case, the trajectories of tariff reduction 
vary for different FTAs. Second, and much more important, is the overriding fact that, with PTAs, tariffs on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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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게 있어 무역 참여에 대해 더 큰 장벽
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경우 관
세율 변화에 따라 대기업보다 더욱 민감한 영
향을 받는데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
과는 달리 비관세장벽보다 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19)

최근 FTA에서 발견되는 중소기업 챕터는 바
로 이러한 부분에 우선적인 주안점을 두고 해
당 기업들에게 협정 내용을 포함한 당사국들
의 무역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정
확하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중
소기업의 무역 참여에 정보라는 ‘내용’의 소통
과 이해가 우선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
다. RCEP과 CPTPP, USMCA 모두에서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라는 조항이 챕터 
초반부인 제2조,20) 제1조,21) 제3조에22) 각각 
명문화되어 있는 사실로도 짐작이 가능하다. 

RCEP의 경우는 그 내용이 가장 간소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공유 역시도 공개
성(publicity)과23)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

이24) 담보된 채널의 설립과 유지, 운영 등이 필
요하고25)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행정적 역량
(administrative capacity)이 중요하게 작용
할 수 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CPTPP나 USMCA
와 비교해서 참여국 수가 많고 국가들 간 경제
발전 단계의 격차 역시 크기 때문에 관련 능력 
차이 역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점이 반영
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RCEP에서 중소기
업의 무역 참여를 위해 국가 당국의 지원 역할
과 내용에 대해 도입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4.2조

정보 공유

1.    각 당사자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
보 플랫폼의 설립 및 유지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 협정 관
련 정보의 공유 그리고 당사자들 간 지식, 
경험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증진한다.

commodities must depend on where a product is supposed to originate (requiring inherently arbitrary“rules of origin”). 
WIth PTAs proliferating, the trading system can then be expected to become chaotic. Crisscrossing PTAs, where a 
nation had multiple PTAs with yet other nations, was inevitable. Indeed, if one only mapped the phenomenon, it would 
remind one of a child scrawling a number of chaotic lines on a sketch pad.”

19)    WTO, supra note 8, p.8.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n-tariff barriers are particularly burdensome for SMEs, because they 
entail fixed costs independent of the size of the exporter. However, SM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lso consider 
high tariffs to be a greater obstacles to exporting than large manufacturing firms do. One explanation is that SMEs 
are more sensitive to changes in tariffs than large firms, but it is also possible that SMEs disproportionately operate in 
sectors facing the highest tariffs in export markets.” 

20)    RCEP text.

21)    CPTPP text.

22)    USMCA text.

23)    RCEP text.

24)    Ibid.

2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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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될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가. 이 협정의 전문

나.    그 당사자가 중소기업과 관련된다고 여기는 

무역 및 투자 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회로부터 혜

택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당

사자가 유용하다고 여기는 추가적인 사업 

관련 정보

라.    각 당사자는 제2항에 언급된 정보가 정확하

고 최신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

치를 한다.26)

최근 주요 FTA 내 중소기업 챕터에서 다루
고 있는 첫 번째 중소기업과 소재 국가의 정보 
공유와 관련된 책임은 [표1]과 같이 채널과 내
용, 이행이라는 ‘세 가지-트랙(three-track)’으
로 다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채널 
관점에서 RCEP 회원국들 정부는 상기 조항
에 따라 우선 공개적이며 접근 가능한 정보 공
유체계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 형태를 플랫폼
(platform)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27) 다음으
로, 내용 측면에서는 해당 협정문의 전문(the 
full text of this Agreement)을 공유하는 것
은 기본이며, 먼저, 회원국 간 무역, 투자에 관

련된 법과 규정 정보, 이어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되 이 두 가지 내용은 해당 조항
의 두문(chapeau)에 따라 지식, 경험, 모범사
례 공유 성격과 취지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8) RCEP에서의 중소기업을 위
한 정보 공유는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끝으로 이행 관점에서도 해당 내
용이 의무 조항(shall)이긴 하지만 그 의무성
이 개설(establish) 또는 유지(maintain)와 같
이 실행에 있는 CPTPP나 USMCA와 비교했
을 때 증진(promote)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역
시 한계성에 대한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
인다.29) 또한 재언하나 정보 공유의 채널을 플
랫폼이라고만 하여 유선과 무선 등 그 선택의 
폭을 당사국 재량으로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
으로 보이는 반면30)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website)로 특정한 다른 FTA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행 현실성 및 중소기
업들의 활용 가능성에서 약점이 있다고 볼 여
지도 없지 않다.31)

반면, CPTPP와 USMCA의 경우엔 중소기
업이 무역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의 공유, 즉 ‘내용’에 대하여 RCEP과 비교했
을 때보다 정교하게 발전된 조항들을 갖추고 
있다. CPTPP와 USMCA 내 해당 조항은 미국
이 협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공통분

26)    I  bid.

27)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ach party shall promote the shar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this Agreement 
that is relevant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clud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publicly 
accessible information platform, and information exchange to share knowledge,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among the Parties.” 

28)    Ibid.

29)    Ibid.

30)    Ibid.

31)    CPTPP text, USMCA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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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RCEP, CPTPP, USMCA 중소기업 챕터에서의 정보 공유 조항34)

협정 구분

RCEP
(2022년 발효)

CPTPP
(2018년 발효)35)

USMCA
(2020년 발효)36)

①

채널

형태 플랫폼 웹사이트 웹사이트

성격

ⓐ 공개적

ⓑ 접근가능

ⓐ 공개적

ⓑ 접근가능

ⓐ 무료

ⓑ 공개적

ⓒ 접근가능

②

내용

협정 

내

ⓐ 협정 전문 ⓐ 협정 전문

ⓑ 협정 요약문

ⓒ 중소기업 관련 기타 협정  

    내 조항

ⓐ 협정 전문

ⓑ 협정 요약문

ⓒ 중소기업 관련 기타 협정 

    내 조항

협정 

외

ⓐ 중소기업 무역 및 투자 

관련 법·규정

ⓑ 사업 정보

ⓐ 사업 정보

ⓑ 세관 규정 및 절차

ⓒ 지식재산권 관련규정 및 

    절차

ⓓ 수출입 관련 기술규정, 

    표준, 위생검역조치

ⓔ 외국인투자 규정

ⓕ 사업자등록 절차

ⓖ 고용규정

ⓗ 과세정보

ⓐ 사업 정보

ⓑ 세관 규정, 절차 또는 문의처

ⓒ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또는 절차

ⓓ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평가절차

ⓔ 수출입 관련 위생검역조치

ⓕ 외국인투자규정

ⓖ 사업자등록절차

ⓗ 무역촉진프로그램

ⓘ 경쟁프로그램

ⓙ 중소기업금융프로그램

ⓚ 고용규정

ⓛ 과세정보

ⓜ 기업인일시입국

ⓝ 정부조달

③

이행

의무성 ·의무 ·의무 ·의무

내용 ·증진(노력) ·개설 또는 유지 ·개설 또는 유지

특성
·정확성 담보

·최신성 담보

·정확성 담보

·최신성 담보

·정확성 담보

·최신성 담보

언어
·내용 없음 ·가능하면 영어37) ·의무적으로 영어

·가능하면 타 공인어38) 

분쟁

해결

·비적용 ·비적용 ·비적용

모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
는데, 먼저 두 협정 모두 채널의 정체성이나 성
격에 대해 공개적이고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publicly accessible website)를 지정해두고 
있다.32) USMCA의 경우는 해당 웹사이트가 무

료(free)일 것까지 조항화했는데 대기업에 비
하면 정보 획득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본
적 여유에 대한 중소기업의 한계를 배려한 내
용으로 보인다.33)

두 협정 모두 정보 공유를 해야 할 협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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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문(the text of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Annexes, 
tariff schedules and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과39) 요약문(a summary of this 
Agreement),40) 그 외 다른 챕터들 중 중소기
업의 투자, 사업 기회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을 공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41) 앞서 RCEP
에서 협정 전문만을 정보 공유 대상으로 한정
하여 명시한 것과는 차별된다.42) 또한 CPTPP
와 USMCA는 협정 외 내용에서도 중소기업
들의 무역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일별하고 공유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들을 중소기
업 무역 및 투자 관련 법·규정(information 
on trade and investment-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at the Party considers 

relevant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이라고 포괄적으로만 명시한 RCEP과는 달리 
10여 개 내외로 상술한 것이 특징이다.43) 구체
적으로는 먼저 CPTPP가 참여국 내 중소기업
들에게 필요한 정보로 세관, 지식재산권, 무역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과 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외국인 투자, 사업자등록, 고
용과 과세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강조하며,44) USMCA는 더불어 무역 
촉진 및 경쟁프로그램, 금융, 기업인의 일시 입
국 및 정부조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이 알
아야 할 유용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45) 

두 협정은 이러한 정보 공유 웹사이트를 개
설, 유지할 의무를 규범상 부여하고 있고 영어
를 기본 언어로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46) 언어 

32)    Ibid.

33)    USMCA text.,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its own free, publicly accessible 
website containing information regarding this Agreement, including: [...]”

34)    RCEP text, CPTPP text, USMCA text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5)    이환규, “CPTPP 발효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아주법학」, 제13권 제4호(2020), p.206.

36)    고희채 외., 「Global Market Report: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제20-012호(2020), p.1.  

37)    CPTPP text.,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en possible,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make the information 
available in English.”

38)    USMCA text.,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5. To the extent possible, each Party shall make the information in this 
Article available in English. If this information is available in another authentic language of this Agreement, the Party 
shall endeavor to make this information available, as appropriate.”

39)    CPTPP text. USMCA text., 참고로 USMCA는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공유해야 할 전문을 “the text of this Agreement” 라고만 
기술하고 있어 그 표현에서는 RCEP과 큰 차이가 없다.

40)    Ibid.

41)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description of the provisions in this Agreement that the Party considers to be 
relevant to SMEs; [...]”

42)    RCEP text.

43)    RCEP text, CPTPP text, USMCA text.

44)    CPTPP text.,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customs regulations and procedures; (b) regulations and procedure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relating to importation and exportation; (d)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e) business registration procedures; (f) 
employment regulations; and (g) taxation information.”

45)    USMCA text.,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g) trade promotion programs; (h) competitiveness programs; (i) SME 
financing programs; [...] (l) information related to the temporary entry of business persons, as set out in Article 16.5 
(Provisions of Information); and (m) government procurement opportunitie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13.2 (Scope).”

46)    CPTPP text, USMCA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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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RCEP text.

48)    RCEP text, CPTPP text, USMCA text., 참고로 USMCA 내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25.7: Non-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No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Chapter 31 (Dispute Settl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49)    Ibid., RCEP text, CPTPP text, USMCA text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0)    이환규, 전게논문, p.206.

51)    고희채 외., 상게서, p.1.

관련 조항이 부재한 RCEP과는 대조적인데, 참
여국이 15개국으로 다른 두 협정들과 비교해 
가장 많은 동시에 그만큼 국가별 언어가 다양
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정 언어를 지정하
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중소기업의 정보 공유 
및 접근 가능성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우
려가 있다.47)

RCEP과 CPTPP, USMCA 등 최근의 메
가-FTA에서 중소기업 챕터가 도입되고 의무
성이 부여된 것은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에 대
한 실질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무역 정보 공유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채널의 형태나 성격, 협
정 내외의 특정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하여 
무역 참여에 있어 그동안 많은 부담과 제약을 
동시에 느껴왔을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
를 제공하고자 한 것은 특히 유의미하다. 동시
에 일부 협정에서 정보 공유 채널의 형태와 공
유할 정보 구성의 내용이 불특정하다는 사실

이나 해당 챕터의 이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
았을 경우 타국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
고 이를 시정하게끔 하는 분쟁 해결제도에 대
한 비적용 조항은 일부 한계점도 여전함을 함
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FTA 중소기업 챕터 내 정보 공유 조항을 통해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에 있어 실질적으로 어
떤 ‘내용’을 의미 있는 정보로써 제공하고자 노
력해야 하는지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다.       

III.    지원 ‘방법’에 대한 고찰: 협력에 
기반한 실무적 지원

상술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 챕터 내 조항들
에 대한 분쟁 해결에의 비적용 조항이 RCEP, 
CPTPP, USMCA에 각각 명문화되어 국가별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지원에 대한 이행력과 
구속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48) 그나마 조
항의 실효성과 활용성 모두를 일부 제고시키

표2  RCEP, CPTPP, USMCA 중소기업 챕터에서의 협력 조항49)

협정 구분

RCEP
(2022년 발효)

CPTPP
(2018년 발효)50)

USMCA
(2020년 발효)51)

 ① 협력 제14.3조 없음 제25.2조

 ② 위원회 없음 제24.2조 제25.4조

 ③ 대화 없음 없음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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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협력에 대한 강조와 
이를 지원할 당사국 간 중소기업 분야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
업의 무역 참여를 지원할 방법론적 이해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협정 별 협력 및 위원회, 기
타 관련 조항의 도입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정보 공유에 대한 조항과 마찬가지로 RCEP
과 비교했을 때 CPTPP와 USMCA가 협력 및 
위원회 등과 유관한 규범의 양과 질 측면 모
두에서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USMCA의 경우 다수 실용적인 조항들이 명문
화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먼저 RCEP의 경우
는 제14.3조를 통해 중소기업 무역 참여를 위
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 참여국 간 
협력 조항을 아래와 같이 도입해 둔 상태이다.

제14.3조

협력

당사자들은 이 장에 따라 그들의 협력을 강
화하고,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촉진적이고 투명한 무역 규칙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장려하는 것

나.    기업 간 파트너십의 증진 및 촉진을 포함하

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및 글로벌가치사슬

에 대한 참여를 개선하는 것

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증진하는 것

라.    당사자들의 기업 프로그램 간의 경험 교류

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는 것

마.    혁신 및 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것

바.    중소기업 간 지식재산체계의 인식, 이해 및 

효과적인 사용을 증진하는 것

사.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규정, 정책 및 프

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우수한 규제 관행 및 

역량 강화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아.    중소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모

범사례를 공유하는 것52)

RCEP에서는 상기와 같이 대부분의 협
력 책임에 대하여 강화(strengthen), 장
려(encourage), 개선(improve), 증진
(promote), 모색(explore), 공유(share) 등으
로 명문화하여 그 추상적 표현들로 인해 중소
기업 무역 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까지 연결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으나 중소기업
의 입장에서 시장접근 개선, 가치사슬 참여, 전
자상거래 사용, 기업 프로그램 교류, 혁신 및 
기술 장려, 지식재산 인식과 이해 그리고 그 사
용 증진, 역량 및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분야임
을 시사하고 있어 정부 정책상 중소기업 무역 
참여 지원에 대한 유의미한 방향성을 보여주
고 있다.53)

CPTPP는 제24.2조 중소기업위원회 조항
(Committee on SMEs)을 통하여 정부가 중소
기업의 무역 참여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세히 제시한다.54) 먼저 해
당 조항에 따라 협정 당사국들은 정부 대표들
(government representatives)로 구성된 중
소기업위원회를 설립하고(제24.2조 제1항) 10
가지 정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제24.2

52)    RCEP text.

53)    Ibid

54)    CPTPP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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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bid

56)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b) exchange and discuss each Party’s experience and best practices in 
supporting and assisting SME exporters with respect to, among other things, training programmes, trade education, 
trade finance, identifying commercial partners in other Parties and establishing good business credentials; (c) develop 
and promote seminars, workshops or other activities to inform SMEs of the benefits available to them under this 
Agreement; (d) explore opportunities for capacity building to assist the Parties in developing and enhancing SME export 
counselling,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mes; [...]”.

57)    USMCA text.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small business support 
infrastructure, including dedicated SME centers, incubators and accelerators, export assistance centers, and other 
centers as appropriate, to create an international network for sharing best practices, exchanging market research, and 
promoting SM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rade, as well as business growth in local markets;”

58)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b) strengthen its collaboration with the other Parties on activities to promote 
SMEs owned by under-represented groups, including women, indigenous peoples, youth and minorities, as well 
as start-ups, agricultural and rural SMEs, and promote partnership among these SMEs and thei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rade;”

59)    Ibid.

조 제2항)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전문가 및 국
제기구들과 협업할 수 있다(제24.2조 제4항). 
위원회는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 먼저 회합해
야 하며 이후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제24.2
조 제3항).55) 

RCEP이 단순히 중소기업들의 무역 참여를 
위해 어떤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지 여전히 ‘내용’적인 측면과 가까운 수준에
서의 규범을 열거하고 있다면 CPTPP의 경우
는 제24.2조 제2항을 통해 위원회의 임무로
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들을 나열해두
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수출
자 지원 및 보조 관련 훈련 프로그램(training 
programmes), 무역 교육(trade education), 
무역 금융(trade finance), 타 당사국 소재 거
래처 발굴(identifying commercial partners 
in other Parties),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하
여금 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할 세미나(seminars) 또는 워
크샵(workshops) 개최, 수출 상담, 지원, 교
육(export counselling,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mes)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56)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 ‘방법’ 차원에서 USMCA는 가장 선
진화된 규범을 가지고 있다. 앞서 [표2]에 정리
된 것처럼 해당 협정은 협력부터 위원회, 후속 
성격의 대화까지 이어지는 기승전결이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제25.2조(중소기업의 무
역 및 투자 기회 증대를 위한 협력)를 바탕으로 
먼저 협정 당사국들은 중소기업 전용 센터, 수
출지원센터 등 간 협력을 통해 사례와 시장 정
보 등 교환을 촉진토록 한다.57) 더불어 여성이
나 원주민, 청년층이나 그 외 소수집단 등 상
대적 소외계층(under-represented groups)
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농업 및 지
방 중소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무
역 참여 독려에 노력할 것 등을 또한 조항으로 
다루고 있다.58) 

이어 제25.4조 위원회 조항은 CPTPP와 마
찬가지로 훈련 프로그램과 무역 교육, 무역 금
융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59) 추가적
으로 중소기업들을 위한 무역사절단(trade 
missions),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디
지털무역(digital trade)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 조항화했으며 CPTPP처럼 세미나,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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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문화하면서도 웨비나(webinars)와 같은 
최신의 채널 형태를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될 새로운 형식으로서 추가했다.60)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위원회의 역할을 일별하고 
있으며 그 회합 주기에 대해서는 CPTPP와 유
사하나, 당사국 사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년 1회 의무적 소집을 의무로 한 것은 가시적
인 차이이다.61) 

중소기업들의 무역 참여를 지원할 ‘방법’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USMCA는 중소기업 대
화(SME Dialogue)라는 제25.5조를 도입함으
로써 규범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USMCA 당사국인 미국, 캐나
다, 멕시코는 중소기업위원회 안에서도 삼자
중소기업대화(Trilateral SME Dialogue)라
는 것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제1항을 
통해 이때 민간 부문(private sector), 고용인
(employees),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s), 학계 전문가(academic 
experts), 그리고 상대적 소외계층 소유의 중
소기업, 그 외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62) 중소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상 모든 당사자들에게 대화 참여

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역 참여를 위한 중
소기업 지원정책의 탁상공론을 최소화하고 정
책의 입안자와 대상자 간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괴리를 좁히는 동시에 실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묘수를 고안해내기 위한 개방적 자
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삼자대화는 이어 
제2항과 제3항을 바탕으로 연 1회 운영되는 
것을 통상적으로 하고 이 대화채널을 통해 협
정의 이행이나 개정에 필요한 협정 범위 내 그 
어떤 견해도 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63)    

전언한 정보 공유 조항을 통해 RCEP, 
CPTPP, USMCA는 중소기업들의 무역 참여
를 돕기 위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바 있다. 나아가 협력과 위원회 조항을 
통해서는 어떠한 형식이나 형태, 즉 ‘방법’ 관
점에서 여러 지원 방안들을 보여주고 있다. 역
시 다수 조항들이 의무성격을 가지고 있고 매
우 구체적으로 주요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어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실질적
인 중소기업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
을 전망이다.

60)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c) exchange and discuss each Party’s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in 
supporting and assisting SME exporters with respect to, among other things, training programs, trade education, 
trade finance, trade missions, trade facilitation, digital trade, identifying commercial partners i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and establishing good business credentials; (d) develop and promote seminars, workshops, webinars, or other 
activities to inform SMEs of the benefits available to them under this Agreement;”

61)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The SME Committee convene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hereafter meet annually, unless the Parties decide otherwise.”

62)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The SME Committee shall convene a Trilateral SME Dialogue (the “SME 
Dialogue”). The SME Dialogue may include private sector, employe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ademic 
experts, SMEs owned by diverse and under-represented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from each Party.”

63)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The SME Committee shall convene the SME Dialogue annually, unless it 
decides otherwise. 3. SME Dialogue participants may provide views to the Committee on any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is Agreement and on the implementation and further modernization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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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RCEP text, CPTPP text, USMCA text.

65)    OECD, supra note 2, p.6.

66)    정철 외., 상게서, pp.117-119.

67)    Ibid., p.123.

68)    Ibid., pp.122-124.

69)    RCEP text, CPTPP text, USMCA text.

70)    USMCA text.

71)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arties recognize that 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in this Chapter, there are 
provisions in other Chapters of this Agreement that seek to enhance cooperation among the Parties on SME issues or 
that otherwise may be of particular benefit to SMEs. [...]”

IV.    지원 ‘이행’에 대한 고찰: 타 분야
와의 연계

소재 국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국제무역의 지속적 자유화에도 불구, 낮은 무
역 참여율을 보여 왔다는 사실을 직시하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비교적 가장 최근의 
FTA들 모두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독립 챕터
가 도입되어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통
상규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반가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분쟁 해결의 비적용 조항으로 실제 
어느 수준까지 구속력과 이행력을 가질 수 있
을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형편
임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6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OECD의 통계를 인
용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가 내 기업 비율
이나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는 한편65) 수
출집중도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집중, 심
화될 경우를 생각하면 이는 오히려 중소기업
의 수출역량 약화로 이어져 그들의 내수 의존
도를 더욱 고조시키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 국제화 수준의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 있
어66)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지원에 있어 이러
한 한계점은 분명 개선과 극복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년 가까운 적극적인 

FTA 중심의 통상정책에도 불구, 대기업과 비
교하여 중소기업의 그 활용률이 기대에 미치
지 못하면서 그들의 수출역량 강화 효과를 예
상만큼 유도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받
고 있다.67) 이 때문에 미래 중소기업 육성 관점
에서 통상정책을 재평가하고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라
68) RCEP, CPTPP, USMCA 중소기업 챕터 내
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
에 대한 이정표를 찾는 것은 물론, 안주하지 않
고 더 나아가 이를 실재하는 효과까지 연결시
키기 위한 지원 책임의 ‘이행’ 방법에 대한 고
찰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USMCA 중소기업 챕터
는 연구에 활용된 기타 두 협정인 RCEP과 
CPTPP와 마찬가지로 관련 규범들을 분쟁 해
결 적용에서 배제하였음에도,69) 제25.6조(중
소기업 이익을 위한 협정상 다른 의무)를 추가 
도입함으로써70)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종의 
구속력을 재강화한 측면이 있어 주목할 가치
가 있다. 

상술하면 제25.6조는 당사국 간 중소기업 
관련 현안들에 대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동
시에 중소기업에게 특별한 이익(particular 
benefit)이 될 수 있는 협정 내 기타 챕터 및 조
항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71) 동
시에 바로 그 해당 챕터들 안에서도 중소기업



최근 FTA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지원 방향성에 대한 연구 3332 통상법무정책 2022년 제2호 (통권 제4호)

정
책

의 무역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된 조항
들을 세부적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바로 원산
지 절차, 정부조달, 서비스무역, 디지털무역, 
지식재산, 노동, 환경, 경쟁, 반부패, 그리고 모
범규제관행 챕터들에 포함된 내용들이다.72) 

중요한 사실은 비록 중소기업 챕터 자체에
서는 위에서 설명했던 분쟁 해결에 대한 비적
용 조항으로 그 이행력과 구속력이 동시에 약
화되는 약점이 노출되었지만 제25.6조를 통
해 다른 챕터들과 일부 연계되었고 이를 통해 

해당 연계 챕터들이 분쟁 해결(Chapter 31)에 
대한 적용대상일 경우, 이행력과 구속력을 어
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USMCA 
중소기업 챕터 제25.6조에서 중소기업과 다른 
챕터 간 연계한 내용들과 그 이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각 챕터의 분쟁 해결 적용 여부를 
정리하면 이하의 [표3]과 같다.

USMCA는 종반 별도 챕터(분쟁해결)를77) 통
해 전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마찰에 
대응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기능을 제31.2조를 

72)    Ibid.

73)    Ibid., USMCA text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4)    Ibid., 해당 챕터명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Origin Procedures, ② Government Procurement, ③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④ Digital Trade, ⑤ Intellectual Property, ⑥ Labor, ⑦ Environment, ⑧ Competitiveness, ⑨ Anticorruption, ⑩ 
Good Regulatory Practices.

75)    Ibid., 해당 조항명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Article 5.18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② Article 
13.17 (Ensuring Integrity in Procurement Practices), Article 13.20 (Facilitation of Participation by SMEs),  Article 13.21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③ Article 15.1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④ Article 19.17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Article 19.18 (Open Government Data), ⑤ Article 20.14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⑥ Article 23.12 (Cooperation), ⑦ Article 24.17 (Marine Wild Capture Fisheries), ⑧ Article 26.1 
(North American Competitiveness Committee), ⑨ Article 27.5 (Participation of Prive Sector and Society), ⑩ Article 
28.4 (Internal Consultation, Coordination, and Review), Article 28.11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rticle 28.13 
(Retrospective Review)

76)    안지은 외.,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p.89.

77)    USMCA text.

표3  USMCA 제25.6조 상 중소기업 현안과 타 챕터 간 연계 주요 현황73)

연계 챕터74) 연계 조항75) 연계 챕터 분쟁해결 적용여부
① 원산지 절차 ·제5.18조(원산지규정 및 절차 위원회) ○

② 정부조달
·제13.17조(조달관행완결성보장)
·제13.20조(중소기업참여원활화)
·제13.21조(정부조달위원회)

○

③ 서비스무역 ·제15.10조(중소기업) ○

④ 디지털무역
·제19.17조(상호작용컴퓨터서비스)
·제19.18조(정부공공데이터)

○

⑤ 지식재산 ·제20.14조(지식재산권위원회) ○
⑥ 노동 ·제23.12조(협력) ○
⑦ 환경 ·제24.17조(해면어업)76) ○
⑧ 경쟁 ·제26.1조(북미경쟁위원회) Ⅹ
⑨ 반부패 ·제27.5조(민간 분야 및 사회 참여) ○

⑩ 모범규제관행
·제28.4조(내부협의, 조정 및 검토)  
·제28.11조(규제영향평가)
·제28.13조(소급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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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31.2: Scope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is Chapter apply: (a) with respect to the avoidance or settlement of dispute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

79)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t contribution that SMEs can make to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and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the participation of SMEs in government 
procurement.”

80)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If a Party maintains a measure that provides preferential treatment for SMEs, 
the Party shall ensure that the measure, including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is transparent.”

81)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To facilitate participation by SMEs in covered procurement, each Party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nd if appropriate: (a) provide comprehensive procurement-related information that includes a 
definition of SMEs in a single electronic portal; (b) endeavor to make all tender documentation available free of charge; (c) 
conduct procurement by electronic means or through other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82)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With a view to enhancing commercial opportunities in services for SMEs, and 
further to Chapter 25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ach Party shall endeavor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SME trade in services and SME-enabling business models, such as direct selling services, including through measures 
that facilitate SME access to resources or protect individuals from fraudulent practices.”

통해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챕터와 
같이 분쟁 해결의 비적용 조항을 달리 명시해
두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챕터와 이하 조
항들이 분쟁 해결 적용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
다.78) 그렇기 때문에 제25.6조에 나열된 조항
들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연계되면 자체적
으로는 분쟁 해결에 회부되지 않던 의제들이 
미이행 또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실행될 경우 
타 챕터의 분쟁 해결 적용성을 통해 일부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동반되면서 나름의 구속
력을 되찾게 된다. 이러한 규범 설계는 중소기
업 지원에 대한 ‘내용’과 ‘방법’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진 USMCA의 현실에서 더 나아가 그 
‘이행’을 한층 더 강화시켜주고 이를 통해 중소
기업의 무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추진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일례로 정부조달 챕터 제13.20조는 제1항
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기여를 인식하고, 이 같은 맥락
에서 그들의 정부조달 참여 원활화에 대한 중
요성 역시 확인해주고 있다.79) 또한 제2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에서의 특혜 운영의 
투명성을 의무로 하며,80) 다음의 제3항은 정부

조달과 관련된 포괄적 정보를 단일의 전자 포
털에 제공하고, 입찰문서의 무료화에 힘쓰며, 
조달 수행은 전자적 수단 또는 새로운 정보통
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을 활용토록 했다.81) 다
른 예시로서 서비스무역 챕터 제15.10조 제1
항은 당사국들이 중소기업의 서비스무역 기
회 자체와 직접 판매 서비스(direct selling 
services)와 같은 관련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노력(endeavor)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82) 
상기 [표3]에 정리된 것처럼 정부조달과 서비
스무역 챕터는 모두 분쟁 해결 적용 챕터로서 
전술한 정부조달 및 서비스무역과 연계된 중
소기업 관련 의무들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
거나 불만이 제기되면 협정상 분쟁을 거친 판
결은 물론 최종적으로 징벌적 제재의 대상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노동과 반부패, 모범규제관행 챕터는 
중소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음에도 분쟁 해결 
적용에 있어 조금 상이하고 특수한 형태의 조
항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분쟁 
해결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어 역시 강한 이
행 구속력을 부여한다. 먼저, 노동 챕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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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23.17조(노동 협의)83) 제12항을 통해 우
선적으로는 분쟁 해결 방식보다는 협의를 통
해 문제를 초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명문
화했으나 해석에 따라 일단 협의를 거친 뒤에
도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시엔 분쟁 
해결 챕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84) 반
부패를 다룬 챕터에서도 제3항을 통해 제27.6
조와 제27.9조의 일부 조항에 대한 분쟁 해결 
비적용을 적시했으나 중소기업과 연계된 내
용은 제27.5조에 있어 분쟁 해결 적용이 가능
해 보인다.85) 끝으로 모범규제관행에 대한 제
28.20조는 제1항에서 분쟁 해결 회부가 정말 
생산적(fruitful)인지 숙고를 의무로 하면서도
86) 제3항을 통해 문제가 지속되거나 반복적인
(sustained or recurring) 경우 분쟁 해결 적
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87)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한정하여 무역 활동 
참여를 위한 각종 지원 ‘내용’과 ‘방법’을 제시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없었던 
것이 아닌 노력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무역 참
여에 대한 성과를 준엄하게 판단했을 때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 
취지에 부합하고 실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이행’에 대한 강화 노

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USMCA
에서 중소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무역 
분야들을 일별하고 이를 통해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을 일부나마 부여하고자 한 대목은 참고
할 만한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V.    결론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율을 높이면서 그들의 
역량을 국제화하고 다시 이에 힘입어 그들의 
무역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은 우
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공통으로 안
고 있는 산업통상적 과제인 동시에, 소수 국가
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웠던 난제 중의 난제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통해 세
계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이윤을 크게 확대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중소
기업들의 무역 활동 참여를 지속 지원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당면과제
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타결, 발효시킨 
많은 FTA에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독립적 규

83)    Ibid., Article 23.17: Labor Consultations

84)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2. No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Chapter 31 (Dispute 
Settlement) for a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without first seeking to resolve the matter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85)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No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rticle or Chapter 
31 (Dispute Settlement for a matter arising under Article 27.6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Anticorruption Laws) or 
Article 27.9 (Cooperation).”

86)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Recognizing that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can often be found outsid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a Party shall exercise its judgement as to whether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Chapter 31 (Dispute Settlement) would be fruitful.”

87)    Ibid.,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No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Chapter 31 (Dispute 
Settlement) for a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except to address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that is inconsistent with a provision of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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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박성훈 외.,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pp.153-154.

표4  기관별 단계별 수출지원 프로그램88)

구분
중소기업
진흥공단

KOTRA 기타 공공기관, 협회
지방자치단체

(시, 도)

① 무역교육 
    및 컨설팅

·수출역량 강화 ·무역교육, 연수(무협)
·종합무역컨설팅(무협)
·전략물자수출 절차
  (전략물자관리원)
·환위험관리 컨설팅
  (중기중앙회)

·교육, 무역인력 
 양성

·통번역비 지원

② 수출품
    품질 제고

·수출역량 강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 스타기업 육성

③ 정보 제공, 
    판매 인프라
    구축

·수출역량 강화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해외시장 조사
·해외진출정보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무협)
·무역동향정보(무협)
·바이어 발굴(OKTA)

·해외시장 정보 제공

④ 수출절차
    및 인증

·FTA활용
·역량강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산업기술시험원)
·전자무역인프라
  (무역정보통신)

·해외규격인증 지원
·FTA활용 지원
·성분분석지원

⑤ 해외마케팅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국내활동)
·산업기술협력
  사절단 파견
·온라인 수출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해외전시회 참가(무협)
·무역투자사절단 
  파견(무협)
·해외전시회 참가
  (중기중앙회)
·시장개척단 파견
  (중기중앙회)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전시산업진흥회)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전시산업진흥회)

·전시회, 박람회 참가
·통상사절단,
  시장개척단 파견
·온라인 마케팅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 바이어  
  네트워킹
·해외출장 지원
·해외홍보 지원

⑥ 해외시장
     접근

·비즈니스 출장 지원
·지사화 사업

·해외시장조사, 
  마케팅(OKTA)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해외네트워킹
·국제물류지원
·상설전시장운영

⑦ 수출금융 
    및 보험

·수출금융 ·무역기금융자(무협)
·수출신용보증(신보)
·수출신용보증(기보)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진흥자금 지원
·수출기업 특별보증

⑧ 해외법인,
    지사설립

·수출인큐베이터
·해외민간 네트워크

·해외진출컨설팅 ·해외투자컨설팅
  (중기중앙회)

⑨ 기타

·무역구제 지원
  (중기중앙회)
·중재사건 처리지원
  (상사중재원)

·통상닥터제
·수출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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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들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FTA들과 그 세계적 추세가 참여국을 
막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미 있는 규범 도
입 노력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을 고
려하면 특별하다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
소기업에 대해 FTA에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
고 규범 도입에 노력해 온 것은 그만큼 최근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무역 활동 참여를 지원
하는 것에는 크게 ‘내용’, ‘방법’ 그리고 ‘이행’ 
측면이라는 세 가지 고민에서 시작된다고 할 
것인데 RCEP, CPTPP 그리고 USMCA 등에
서는 각각 독립된 중소기업 챕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적절히 규범으로 도입하고 있어 좋
은 교훈을 주고 있다. 

먼저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개적이고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등의 채널을 통하여 협정 
참여 당사국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협정과 
그 해설은 물론,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국가
별 사업 기회와 세관, 투자, 금융, 고용 및 과세 
정보 그리고 지식재산권이나 TBT, SPS 등 비관
세장벽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보를 공유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무역 활동을 지원할 ‘방법’
으로는 각종 훈련과 교육, 세미나, 워크샵, 웨
비나 개최 등을 효과적인 것으로 제안하고 있
다. 이때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나 
거래처 발굴, 무역사절단, 무역원활화, 디지털 
무역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분야적으로는 민간과 비정부기구, 학계를 
아우르고 계층적으로는 대중은 물론 소외계층
까지를 넓게 포용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현실화되게 하
고 불성실한 준수에 대해서는 일종의 강제성

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행’ 측면에서
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원산지, 정부조달, 지식
재산, 노동, 환경, 경쟁, 반부패 등 다른 분야의 
무역 의제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중소
기업 지원의 스펙트럼을 확대했고 적절한 구
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 [표4]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기
관과 지역단체를 통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무
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
미 많은 부분에서 본 연구가 RCEP, CPTPP, 
USMCA 분석을 통해 확인한 지원 ‘내용’과 ‘방
법’에서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제 그동안의 중소기업 무역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
운 통상환경에서 정책 상 보완하거나 수정해
야 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의 적절한 강화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 혼란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국가 간 
가치사슬 재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그 속
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가 간 물리적, 통상적 
마찰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한 
번 재편된 경제와 통상 관계는 이후에도 장기
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움직임 속
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FTA 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지
원 방향성에 대한 재정립을 고민하고 연구하
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실기(失期)할 수 없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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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s for Supporting 
SMEs’Participation in 
Trad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cent FTA Regulations

It is often criticized that SMEs are somewhat neglectful in participating in trade despite its major 

share in domestic enterprises and outstanding capability in creating jobs. Ironically, however, trade 

agreements and liberalization indebted to, do not qualify for good reputation in providing unified and 

meaningful trade regulations and environment for SMEs’ international business opportunities. With the 

lack of relevant trade regulations, globally-fragmented policies and efforts are made for SMEs, which 

hardly bring successful outcomes. Recently, mega-FTAs like RCEP, CPTPP and the US-led USMCA 

have adopted independent chapters and sophisticatedly-designed regulations for SMEs and their trade 

participation, suggesting contents, methods and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The study effectively 

identifies the information and supporting activities to promote SMEs’ participation in trade, while being 

reconfirmed the need for enhancement of implementation mechanism. It is aimed to provide the 

timely directions for encouraging SMEs’trade at this very juncture of accelerated reorganization of value 

chains on the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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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협상의 필러별 주요
의제와 세부 조항 검토

김수동1)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dkim@kiet.re.kr)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IPEF의 4개 필러별 하위 의제에서 다뤄질 세부 조항에 대해 검토한다. 

무역 필러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무역 파트너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탄력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연결 및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9가지 하위 의제는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및 우수한 규제 

관행, 경쟁 정책, 무역 촉진, 포괄성, 기술 지원 및 협력이다.  

공급망 필러에서는 공급망 충격을 예상하고, 빠르게 회복하며,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하위 의제로는 복원력과 투자 확대, 정보 공유 및 위기 대응 

메커니즘, 물류 강화, 근로자 역할 강화, 투명성 개선에 대한 세부 조항이 논의된다.

청정경제 필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5개의 하위 의제는 에너지 안보 및 전환, 최우선 순위로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 지속 

가능한 토지, 물, 해양 솔루션, GHG 제거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깨끗한 경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이다. 

공정경제 필러는 부패 방지 및 세금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혁신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부, 기업 및 개인의 노력의 촉진하는 

조항과 이니셔티브를 개발한다. 이 필러에서는 부패 방지, 세금, 역량 구축 및 혁신, 협력, 포용적 협업 및 투명성에 

중점을 둔다.

핵심용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4개 필러,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1)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통상정책실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주립대(콜럼비아)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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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산층-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와 미국 노동정책의 부상

1. 무역 

1) 노동

2) 환경

3) 디지털 경제

4) 농업

5) 무역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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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요약 및 결론

I.    서론

지난 9월 8~9일 14개국이 참여한 인
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장관급 회의에서 공
식적인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IPEF는 미국
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2)에서 탈퇴
한 지 5년 만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
한 경제 참여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확장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이 지역에서 미

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14개 국

가는 IPEF 협정의 네 가지 필러(Pillar)인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에 대한 협상 목
표를 포함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각
료선언문을 보면, 협상의 핵심 분야는 변하지 
않았으며, 각 필러에서 다루는 영역의 범위가 
명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이어
진 실무급 회의와 이번 장관급 회의를 통해 참
여국들은 IPEF의 어떤 필러에 참여할지 결정
했다.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선언하면서 총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변경한 후 
비준을 거쳐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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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제외한 13개 참여국들은 네 가지 필
러에 모두 참여한다. 인도는 무역 필러에서 포
함하는 높은 수준의 구속력있는 환경과 노동 
조항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역 필러를 제외한 
다른 3개 필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더 많은 국가들의 IPEF 참여를 기대하는 미국
의 희망과 메세지에도 불구하고 IPEF 협상에 
참여한 새로운 국가는 없다. 방글라데시, 라오
스, 캄보디아는 잠재적 IPEF 참여국으로 남아 
있지만, 이들 국가가 IPEF에 가입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장관급 각료선언문 합의를 계기로 이제 본

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이번 선언문에서 
IPEF 당사국들은 관세 자유화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 지역의 파
트너 국가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의미있는 경제적 또는 
재정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어떤 양보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표1  IPEF의 목표, 구조 및 전략

구분 주요 내용

목표 
무역 촉진, 공급망 안보 구축, 디지털 경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기준, 친환경-클린에너지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 협력체 달성

구조

1. IPEF 협정은 목표, 원칙, 전략을 포함하여 규제 수준과 추진 속도가 다른 4개 필러와 하위 

의제들로 구성

2. IPEF는 의회 비준이 필요한 무역협정이 아닌 행정협정

3. 백악관 총괄하에 USTR과 상무부가 공동 주관, USTR은 무역, 상무부는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필러를 담당

4.    참여국은 미국, 인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 국가 

5대 

핵심 

전략

1.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법치주의, 정보 공유, 언론과 미디어의 자유 보장, 부패 

방지, 재무 투명성, 사이버 공간의 개방과 보안 강화

2.    역내와 역외 지역의 연계 강화: 역내 동맹 강화와 관계 증진, 한미일 관계 강화, QUAD 활용 

제고 

3.    지역의 번영: 디지털 기술 전환에 대응,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기준에 기반한 무역 촉진, 공급망 안보 구축, 탄소 절감, 친환경에너지 공동 투자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

4.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강화: 우주와 사이버 공간 분야에 대한 군사기술과 기능 혁신, 동맹국 

군사 연계 강화, 대만의 안보 강화, 북한 비핵화 및 인권 대응

5.    21세기 국제적 위협에 대한 역내 대응력 구축 및 강화: 지구온난화 및 환경변화 공동 대응, 

코로나19 팬데믹 후속 대응,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자료: 최정환(2022)과 박선민 외(2022)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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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과 탈세 억제와 
같은 까다로운 이슈에 대해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본고에서는 미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
역협정(NAFTA),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USMCA), 추진중인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
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협정, 미-EU 통상기술위원회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의 
공동합의문 및 IPEF 각료선언문 등을 바탕으로 
4개 필러의 하위 의제에서 협상테이블에 올려
질 주요 조항의 내용을 살펴본다.

II.       필러별 주요 의제와 세부 조항 

1. 무역

1)    노동

미국의 FTA에 노동자 권리 조항이 최초로 
언급된 FTA는 NAFTA다. NAFTA에는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11가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조항에는 노동 협력 메커니즘과 함께 기
술 지원, 역량 구축 및 분쟁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FTA에 노동 조항을 포함하는 이
유는 국가가 무역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
기 위해 노동법을 훼손하지 않고, 자유무역이 
적절한 기준의 부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 무역협정의 노동자 권리 조항은 

NAFTA 이후 크게 발전했다.3) 특히 USMCA
에서는 당사국들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 원칙(ILO 선언)4)을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원칙을 포함했다. 또
한 국가가 노동법을 시행하고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법을 포기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
우 잠재적 무역 제재 대상이 되며, FTA의 다른 
조항에 적용되는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를 따
르게 된다.  

USMCA가 높은 수준의 노동 조항을 포함
하고 있지만, 미국은 멕시코가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우려
한다. 그리고 노동 조항과 분쟁 해결에 관한 
USMCA의 원칙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만
큼 강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협정의 노동 조
항 일부를 수정했다. 수정된 USMCA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USMCA의 분쟁해결 챕터에서 패널 구성 방

해 금지: 당사국이 분쟁 재판부 패널 선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분쟁 사건에서 패널 구

성을 보장한다.

②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5):”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위반 혐의가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함으로써 입증

의 책임을 전가한다.

3)    Cathleen D. CiminoIsaacs and M. Angeles Villarreal(20201), “Worker Rights Provis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FTAs),” 
CRS In Focus IF10046. 

4)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1998): ① 결사의 자유, ② 단체 교섭권에 대한 효과적인 인식, ③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철폐, ④ 아동 노동의 효과적인 철폐, ⑤ 고용 및 직업에 관한 차별 철폐를 담고 있다.

5)    See CRS report(2021) page 30, “In a Manner Affecting Trade a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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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속 대응 메커니즘6):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 대상 시설7)에서 

특정 노동권 거부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패

널 조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신속한 대

응 메커니즘을 추가한다.

④    멕시코의 노동 개혁 모니터링: USMCA 이

행 법안은 새로운 내부위원회와 노동 담당관

을 설치하고, 멕시코의 노동 개혁 이행에 대

한 의회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⑤    강제 노동 및 근로자에   대한 폭력에 대한 문

제해결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한다.

2) 환경

노동 챕터와 마찬가지로 환경과 관련된 합
의를 포함하는 최초의 미국 FTA는 NAFTA
다. 그리고 FTA의 환경 조항도 FTA를 거듭함
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되었다. 대
표적으로 USMCA는 다자간 환경협정(MEA)8)

에 따른 의무를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다룬다. 
여기에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와 권
고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선박 오염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솔루션을 장려하는 조
항이 포함된다. 아울러 남획이나 과잉 어업을 
유발하는 보조금의 통제, 축소 및 궁극적인 제
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장려한다. 
USMCA의 환경 챕터는 각 당사국에게 아래 
규정의 준수를 의무화한다.

①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또

는 반복적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음으

로써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②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법률

에서 제공하는 보호를 약화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률을 포기하거나 무력화하

지 않는다.

③    환경법과 관련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를 제공하고 장려하도록 한다.

④    환경보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각 당사국은 다자간 환경협약과 일치하는 법

령 및 규정을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다른 당

사국에게 요구한다.

⑥    각 당사국은 자체적으로 자국내 환경보호 수

준을 결정하고, 규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주권을 인정한다.

⑦    집행 자원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당사

국의 권리를 인정한다.

⑧    분쟁해결 절차를 제공한다.

⑨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한편 USMCA 수정 의정서는 협정의 기존 
언어 중 일부를 명확히 하고, 기존 USMCA 텍
스트에서 부족했던 다음과 같은 결점을 해결
했다.

①    분쟁 당사국이 달리 증명할 수 없는 한 환경 

분쟁이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

정을 재확인한다. 

6)    See CRS report(2021) page 30, Rapid Response Mechanism. 

7) See CRS report page(2021) 30, ... labor rights at “covered facilities,” as opposed to a government inspection.

8)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환경파괴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에 체결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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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과 같은 다자간 환경협정(MEAs)들의 

당사국으로써 이들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법

률, 규제 및 기타 조치를 구체적으로 채택, 

유지 및 실현하도록 다른 당사국에게 요구한

다.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 거

래에 관한 협약(CITES)9)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

정서10)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Treaty)11)

◎ 습지에 관한 람사르 협약12)

◎ 남극 해양생물 자원에 관한 협약13)

◎ 국제 포경 협약14)

◎ 전미 열대 참치위원회15)

USMCA는 CITES, MARPOL Treaty 및 
몬트리올 의정서를 명시적으로 참조했다. 
USMCA 이행 법안은 노동 챕터과 유사하게 
모니터링과 집행을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
는 환경위원회를 만들고, 멕시코 시티에 협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사무소 설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미국-멕시코 국경 수자원 인
프라 프로그램, 무역 집행 신탁기금, 그리고 북
미개발은행(NADB)16)의 자본 확충에 따른 재
원과 자금을 관리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3) 디지털 경제

IPEF의 디지털 경제 의제는 중소기업의 디
지털 전환과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중소기업, 여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9)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을 말한다.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동식물의 생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조인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CITES를 워싱턴 협약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하였다.

10)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1989년 발효된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현대의 대기 환경문제의 
하나인 오존층의 파괴를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8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체결되었고,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공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이다.

11)    해양오염방지협약(Marine Pollution Treaty, MARPOL treaty): 해양오염방지협약은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제외한 선박의 통상적 
운영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가 목적이다. 

12)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습지와 습지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이다. 람사르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이는 1971년 2월 2일에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람사르협약이라 부른다. 일명 
습지협약이라고도 한다.  

1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1980년 5월 
20일에 남극조약 협의국 의회에서 작성하였고, 1982년 4월 7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85년 4월 28일 발효하였고, 당사국은 
27개국(그 외에 유럽공동체)이다.

14)    국제포경조약: 고래의 보호, 포경업 발전을 위해 1949년 관계 각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① 남극해에서 포획할 수 있는 고래 수의 
제한 ② 고래 해금일 설정 ③ 포획금지구역 설정 ④ 어린고래의 보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하여 매년 1회 국제포경위원회가 
열려 조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15)    전미열대참치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 동부태평양 참치 자원의 생산량을 최대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 중의 하나로 '전미열대참치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50년 3월 3일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은 2005년 12월 13일 가입하였다.

16)    북미개발은행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개발 및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연방 정부가 동등하게 출자하고 관리하는 이중 국가 금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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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이며, 수준 
높은 디지털 통상 규범을 포함할 예정이다. 미
국이 체결한 최근 FTA 중에서 높은 수준의 디
지털 무역 조항을 포함하는 FTA는 USMCA가 
있다. USMCA의 디지털 무역 챕터는 전반적
으로 디지털 거래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고 개방된 인터넷 환경을 보장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디지털 무역과 관련이 
있는 산업 부문을 광범위하게 다루지만 정부
조달 또는 당사국 정부가 보유하거나 처리하
는 데이터에 대한 조항은 명시적으로 제외하
였다. 디지털 거래와 관련된 의무의 대부분은 
디지털 무역 챕터에서 찾을 수 있지만, 금융서
비스, 지식재산권(IPR) 및 통신을 비롯한 다른 
챕터에서도 관련 조항이 있다. USMCA의 디
지털 무역 챕터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인 대우를 보장

한다.

②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제한 및 데이터 현지화 

요구 사항을 금지한다.

③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시장접근을 위한 조건

으로 소스 코드 또는 알고리즘 공개 또는 이

전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금지한다.

④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또는 

기타 요금을 금지한다.

⑤    당사국에게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 방

지법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

크를 요구한다.

⑥    사이버 보안에 대한 협력, 사이버 보안 위험 

및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규범적 규정 마련

시 위험 기반 전략 및 합의 기반 표준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다.

⑦    디지털 서비스에 의해 저장, 처리, 전송, 배

포 또는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된 인터넷 서

비스 제공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피해에 대

한 책임 부과를 금지한다. 단, 지식재산권

(IPR) 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ISP)의 책임은 제외한다. 

⑧    공개된 정부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게시하도록 촉진한다.

4) 농업

USMCA의 당사국들은 NAFTA의 농업시장 
개방 조항을 유지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PS) 챕터에 몇 가지 다른 비시장 접근 조항
을 추가하는 데 동의했다. NAFTA의 농업 조
항에는 관세 및 할당량 철폐, SPS 조치, 원산지 
규정, 등급 및 품질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17) 
그리고 USMCA의 농업 챕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당사국 간의 규제 일관성 유지

②    포장 전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 대한 상표등록 

절차에 대한 보호(구체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지

만 “합법적인 목적”18)인 경우로만 범위를 제한)

③    “관련된 과학적 원칙”19)에 기반한 SPS 규칙 

채택

17)    CRS In Focus IF10682, NAFTA Renegotiation: Issues for U.S. Agriculture, by Renée Johnson, and CRS Report R44875,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nd U.S. Agriculture, by Renée Johnson.

18)    CRS Report(2021) page 13, ...(limited to furthering “legitimate objective[s],” which is not defined)... 

19)    CRS Report(2021) page 13, ...SPS rules based on “relevant scientific principl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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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PS 규정의 투명성 향상

농업에 관한 USMCA 협상에서 미국의 주요 
요구는 공급 관리가 철저한 캐나다의 유제품, 
가금류 및 계란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접
근이었다. 공급 관리 시스템은 해당 제품을 캐
나다로 수입할 때 관세율 할당량(TRQ)20)을 설
정한다. 할당량 내에서 부과되는 대부분의 관
세는 0%이지만, 유제품의 경우 할당량 외 관
세는 313.5%에 달한다. 캐나다는 공급 관리를 
폐지할 의사가 없었지만 유제품에 대한 TRQ
의 연간 한도를 확장하는 수준에서 합의하였
다. 

그 대가로 미국은 캐나다 유제품, 설탕, 땅콩 
및 면화에 대한 더 많은 시장접근을 허용했다. 
미국은 땅콩과 면화에 대한 관세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유제품과 설탕 제품에 
대한 TRQ를 확대했다. 미국은 또한 캐나다의 
밀 등급 시스템에 대한 변경과 맥주, 와인, 증
류주의 표시 및 판매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제
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제철 농산물
에 무역구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
국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다음은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USMCA의 생
명공학 조항이다.

①    생명공학을 사용하는 작물에 대한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신청 및 승인 절차의 수립

②    생명공학으로 생산된 소규모 승인되지 않은 

작물의 수입 선적 절차 도입

③    농업 생명공학에 관한 워킹그룹의 설치

5)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에서 합법
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효율적인 흐름과 관
련이 있다. 즉 무역원활화 조치들은 관세 및 통
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경을 넘어 무역을 더 
쉽게 하고 무역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다. WTO 협정에서도 무역원활화에 대한 정확
한 정의는 없다. 무역원활화는 좁게는 국경에
서의 행정 및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
의할 수 있고, 더 넓게는 국경 너머의 조치 및 
규정도 포함하도록 정의할 수 있다. 세계무역
기구(WTO)의 최신 무역협정인 무역원활화협
정(TFA)에서는 통관 절차의 투명성 부족 및 지
나치게 부담스러운 문서 요건과 같은 무역장
벽을 해결하는 것을 무역원활화의 목표로 제
시한다.

한편 USMCA의 전신인 NAFTA의 관세 및 
무역원활화 챕터에는 원산지 증명, 세관행정 
및 집행, 관세 규정 및 협력에 관한 조항이 포
함되어 있다. USMCA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을 
국제 무역 현실에 맞춰서 현대화하였다.  그리
고 USMCA의 당사국들은 앞서 언급한 WTO
의 TFA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였다. 
무역원활화는 결국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투
명성 개선, 세관 행정의 디지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USMCA 조항에는 국내 법률 및 규정 준수
를 지원하면서 무역 또는 상품의 통과를 촉진
하는 방식으로 통관 절차를 관리하는 약속을 
포함한다. 당사국은 무역 촉진에 협력하고, 필
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무역 촉

20)    Tariff-rate quotas (TRQs) allowed NAFTA partners to export specified quantities of a product to other NAFTA countries 
at a relatively low tariff, but subjected all imports of the product above a pre-determined threshold to a higher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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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약속한다. 기타 조항
에는 무역 촉진과 관련된 정보 및 자원의 온라
인 공개 조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 이해관
계자를 위한 문의 창구 설치, 서면에 의한 사전 
관세 판정 통보 규칙, 무역 촉진을 위한 효율적
인 상품 반출 절차가 포함된다. 

당사자 간 특송 화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 절
차와 자동화된 위험 분석 및 관리 절차도 포함
되어 있다.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단일 인터넷 액세스 시스템 창 구축을 통
해 전자문서 제출 및 투명성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USMCA의 파트너 국가와 미국 무역의 
규모와 빈도를 고려할 때, USMCA의 업그레
이드 버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IPEF의 무역원
활화 조항들은 역내국 간 무역 참여 기업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공급망

IPEF의 공급망 필러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년 9월 미국과 EU
가 설립한 미-EU 통상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의 합의문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미국과 EU는 동 위원회에서 합의
한 사항을 올해 5월 공동선언문으로 발표하였
다. 이 합의문에서 양국은 전략 산업의 공급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의
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협력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합의
하였다. 

통상기술위원회는 중요 산업 부문 또는 상
품으로 선정한 희토류 광물, 태양광, 반도체 산
업에 대한 워킹그룹을 가동하여 공급망의 공
통된 취약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희토류 광물에

서는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태
양열은 공급망의 투명성과 다양화를 촉진하
고, 반도체는 가치사슬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
간 부문의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
용이다. 여기서는 TTC 공동선언문과 IPEF 각
료선언문을 바탕으로 공급망 필러의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공급망 복원력과 투자 확대

중요 및 전략 산업 부분의 공급망 회복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
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협력 확대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의 지정학적 불안
정으로 인해 야기된 추가적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협상에
서 다뤄질 세부적인 사항에는 정책 설계의 원
칙을 수립하고, 중요한 상품과 원료의 책임있
는 조달을 장려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공공투자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민간투자를 장려하며, 연구개발 분
야에서 공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협력
한다. 그리고 공급망 상대방의 생산 또는 수출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필요
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공급망이 예상치 못한 혼란에 대비하고 신
속하게 복원되기 위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야 한다. 그리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공급망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
해 전략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요 부문
의 무역과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
된다. 아울러 물리적 및 디지털 기반시설 개선
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지원을 병행한
다.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투자 지원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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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 개발 프로그램, 기술 협력 및 역량 구
축 강화, 고급 제조기술의 현대화 노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TTC 산업 부문에 대한 합의사항을 보면, 미
국은 희토류 추출, 분리 및 정제를 위한 신기술
의 상업적 타당성, 효율성 및 대안을 발전시키
기 위해 중요 광물의 공급망 연구시설을 설립
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한 희토류 광물에 대한 
국내 상업용 가공 처리 및 분리 설비를 구축하
기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EU는 Horizon 
Europe21)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희
토류의 채광, 처리, 분리, 정제, 재활용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태양광 분야에서 양국은 공
동의 환경, 사회 및 품질 표준을 준수하고 기존 
공급망 집중을 완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
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열 부문별 프로
젝트 개발, 자금조달 방법 설계 및 태양열 제조 
역량 강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2) 정보 공유와 위기 대응 메카니즘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시의적절한 정보 공
유는 공급망 중단에 대한 조기 경보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촉진한다. 중
요 산업 부문에서 상품 및 관련 필수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할 대응 조치를 포함하
여 공급망 취약성 및 중단에 대한 정부 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데이터의 안전한 이동
과 교환을 촉진하고, 개별 정부의 보안 요구사
항, 규정 준수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
술 사용을 권장하는 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마
련한다. 공급망 위험 발생 시 정보 입수 및 위
기 대응을 위해 모범 사례 공유 및 필요한 경우 

정책 또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관련 이해관
계자와 협력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TTC에서 합의한 반도체 산업의 조기 경보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먼
저 반도체 가치사슬에 대한 공동의 조기 경보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공급망 중
단에 대한 협력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미국 정부 기관과 유럽 
위원회는 반도체 공급망 중단에 대한 조기 경
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개월 동안 전문
가 회의에 참여한다. 다음은 전문가 회의 운영
방침이다. ① 2주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여 반
도체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논의한다. 
②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시 회의
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회의자료는 독립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근거해 작성, 배포 및 전달되며, 
독점적이고 민감한 정보의 기밀을 보호한다. 
④ 전문가 회의가 끝나면 의장은 조기 경보 시
스템에 대한 영구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권
장사항을 제안한다.  

3) 투명성 개선

중요 산업 및 상품 부문의 공급망 전반에 걸
친 투명성 개선은 환경보호, 사회발전 및 기업
의 지배구조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킨다. 그래
서 반도체와 같은 중요 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도구 및 
조치의 개발을 촉진한다. 아울러 공급망 위험
을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장려한다. 공급망의 중단 문제를 식별
하는 것이 그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1)    Horizon Europe은 연구 및 혁신을 위한 EU의 핵심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EU의 경쟁력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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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공
급망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이 공급 부족을 예
측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에 필수
적임을 강조한다. 반도체 수요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업계 주도
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수요 투명성을 촉
진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공급
망 모니터링을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특정 조치가 비즈니스 기
밀 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급망 중단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물류 지원의 강화

육상, 항공, 수로, 해상, 해운 및 항만 인프
라를 포함한 공급망의 물류 강화는 경제를 보
다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
하게 만든다. 물류 지원 분야에서는 민간 부문
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 및 이니
셔티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망 물류 개선
을 지원하기 위해 ①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비
밀보호를 보장하면서 물류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② 공급망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의 촉진, ③ 공급망 물류의 
취약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진단에 대한 이
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여기에 공급망 물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통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원하고, 기존 또는 잠재적인 병목 현상을 해
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미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은 국제 공
급망 탄력성을 촉진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첫

째, 미국 국무부는 공급망 혼란과 병목 현상
을 완화하기 위해 멕시코와 중미 파트너에 기
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지원
을 결정했다. 둘째, 미국-아세안 정상 회담에
서 관세 및 통관 촉진 프로그램인 아세안 단일 
창구를 미국의 단일 창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
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두 이니셔
티브 모두 통관 및 통관 절차를 개선하고 단순
화하여 물류 지연을 줄이고, 지속 가능하고 효
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IPEF 협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될 예정이다. 

3. 청정경제 

1) 에너지 안보 및 전환

에너지 이용 및 경제성, 에너지 효율성 및 보
존, 수요 측면 관리, 에너지원의 다양성, 에너
지 공급망 복원력은 지역의 에너지 안보 및 전
환에 중요하다.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의 배
포 및 청정에너지 이용량 확대와 관련된 정책, 
표준, 인센티브 구조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모
범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조항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역내 전력
망 개선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 및 보존을 촉진
하고, 에너지 부문 메탄 저감 기술의 개발과 발
전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항과 이
니셔티브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너지 비용 절
감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에너지 안보 및 전환을 통해 화석 연료 에너지
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TTC 합의문22)에는 공동의 기후 목표 달성

22)    U.S.-EU Joint Statement of the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Conclusions on Working Group 2 - Climate and Clean 
Tech, Annex II,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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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정 저탄소 제품 및 기
술의 배포를 가속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담고 있다.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 zero 
emission) 목표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조달 협력에 따른 녹
색 공공 조달 정책 추진, 둘째, 상품 제조의 탄
소 이력 계산 방법론 조정, 셋째, 전기 이동성
과 발전 스마트 그리드와의 상호 연계 운용성
이다. 그중 녹색 공공 조달 부문에서의 정책 공
조와 모범 사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진행중이
다.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속화하
기 위해 개별 국가는 탄소 배출 순제로 목표를 
향한 자체 경로를 추구하면서 최우선 순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인센티브 구조 및 기반시설 투자를 지원
하여 제로 배출 상품, 서비스 및 연료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주목할 부분은 대규
모 조달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에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 부문은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의 광범위한 배포에서 선구자로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한편 비용이 저렴하면서 안전한 온실가스 
제거 기술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내구성 있
는 자연 자원에 기반한 솔루션 개발과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역내 전반에 걸쳐 탄소 
포집, 활용,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을 지원하는 조항도 논의될 예정이다. 시장 및 
비시장 솔루션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강력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을 위한 조항도 
필요하다. 

3)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청정경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공공 부
문과 민간 부문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 및 민간 부문 조달 시 저배출 제품과 서비
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한 제로 배출 미래로 전환하는 프
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지속 가능한 금융 조달
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안전하고 다
양하며 탄력적인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촉진한
다. 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둔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국제 혼합 금
융 상품을 통해 민간 및 공공 부분의 자원을 매
칭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청정경제 목표에 중요한 기술 협력, 인력 개발, 
역량 구축 및 연구 협력을 촉진한다. 시장 기회
를 확대하고, 혁신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이니
셔티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4. 공정경제
 

1) 부패방지

미국은 FTA 협정에 투명성과 반부패에 관한 
챕터를 통합함으로써 국제 사회가 부패 퇴치 
약속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오랜 
기간 미국 정책의 일부였으며, 반부패 조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화되면서 
발전했다. NAFTA에는 투명성 또는 반부패와 
관련된 별도의 챕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인 투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 및 
조항을 포함하였고 이는 당시에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TPP 협정에서 반부패 조항이 미국 
FTA 챕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다. US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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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부패에 관한 새로운 챕터를 마련하여 당
사국들이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 및 부패
를 방지하고 퇴치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 
USMCA 반부패 챕터의 범위는 계약에서 다루
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뇌물 및 부패를 방지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제한한다. 

IPEF에서는 USMCA에 더하여 유엔부패
방지협약(UNCAC)23), 금융행동태스크포스
(FATF)24) 및 OECD 뇌물방지협약25)을 효과적
으로 이행하고 추가적인 진전사항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UNCAC에 따라 국내외 
뇌물 수수 및 관련 부패 범죄를 예방, 퇴치 및 
제재하기 위한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한
다. 그리고 범죄 수익을 식별, 추적 및 회수하
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다음으로 FATF 기
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법인
의 실소유권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목적의 자금조달 방지 조항
을 강화한다. 정부 조달 관행의 투명성과 무결
성을 촉진하고, 민간 부문이 내부 통제, 윤리교
육 및 반부패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장
려한다. 공무원의 청렴성을 증진하고, 직장에
서의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따라 노동권을 
침해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기존 반부패 식별 메커니즘의 투명성과 실행
력을 강화하고,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의 도입이 
예상된다. 

2) 세금

기존의 국제협약 및 표준에 따라 조세 관할 
당국 간의 조세 목적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투명
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기술 지원,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세무 행정 관행을 통해 세무 행정 및 국내 자원 
동원을 개선하기 위한 글로벌 및 지역적 노력
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디지털
화로 인해 제기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OECD와 G20가 추진중인 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이며, 해당 BEPS 프로젝트26)가 시
작된 이후로 핵심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직접 및 간접 세금 문제를 다루는 
몇 가지 중요한 솔루션은 공정경제의 세금 의
제에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된다. 

  

III.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미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
역협정(NAFTA),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USMCA), 추진중인 경제 번영을 위한 미
주 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협정, 미-EU 통상기
술위원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의 공동합의문 및 IPEF 각료선언문 
등을 바탕으로 4개 필러의 하위 의제에서 협상

23)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유엔(UN)에서 2000년부터 각국이 연루된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03년 10월 31일 채택한 반부패국제협약이다.

24)    금융 행동 태스크포스(자금 세탁 방지)(Financial Action Task Force, TATF): G7의 주도로 자금 세탁 방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1989년에 설립된 정부 간 조직이다. 

25)       OECD 뇌물방지협약: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으로, 일명 부패라운드(CR : 
corruption round)라고도 한다. 

26)     OECD(2021),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CTO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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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 올려질 주요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
았다.  

먼저 무역 필러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탄력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연결 및 통합을 촉
진하기 위해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 경
쟁정책, 투명성 및 우수한 규제 관행, 무역 촉
진, 포괄성, 기술 지원 및 협력의 9개 하위 의
제를 다룬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동 의제에서
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원칙 및 권리
에 기반한 노동법의 채택, 유지 및 집행, 기업
의 책임과 대중의 참여, 노동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메카니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
다. 환경 의제에서는 환경보호에 의미있게 기
여하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공통된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청정
기술 및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
자 촉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탄소중
립 목표를 향한 기후변화 솔루션, 녹색 투자 및 
금융, 순환경제의 확대, 환경협정의 이행과 강
화된 환경 협력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예
정이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디
지털 환경 구축, 온라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와 
디지털 거래 촉진, 차별적 관행 해결, 탄력적이
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폼 환경에 대
한 규정들이 논의에 포함된다. 농업 의제는 기
후 변화에 대응하여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식품 및 농산물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 규제 절차
의 투명성과 요구 사항,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
에 대한 과학 및 위험 기반 의사 결정 메카니
즘, 식품 공급망의 비용 절감을 위한 디지털 수
단 및 조치에 대한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무역원활화 의제에서는 WTO 무역원활화 협
정 등의 효과적인 이행을 포함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통해 무역을 촉진하는 조항을 다
룬다. 자세히는 무역 촉진 조치의 디지털화, 물
류 및 운송 문제 해결, 투명성, 관세 데이터 및 
문서의 전자적 처리, 전자 지불, 관세 협력 등
이다.

공급망 필러에서는 중요 산업 부문과 핵심 
상품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설정과 주요 산업
을 식별하는 프로세스가 논의될 예정이다. 복
원력과 투자 확대 의제에서는 디지털 기반시
설 개선을 위한 투자 촉진, 공급망 복원력에 대
한 투자지원 전략, 경제 개발 프로그램, 기술 
협력 및 역량 구축, 고급 제조기술 현대화 노력
에 대한 투자 촉진과 지원 등이 주요한 논의 대
상이다. 정보 공유 및 위기 대응 메커니즘에서
는 상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하
는 대응 조치, 공급망 위험에 대한 정부 간 조
정 메커니즘 구축, 데이터의 안전한 이동과 교
환을 촉진하는 비밀유지와 규정 준수 고려사
항, 기술 사용을 권장하는 정보 공유 프로세스, 
공급망 위기 정보 수집과 식별, 모범 사례 공유
와 정책 및 프로세스 개선 사항 등이 논의의 대
상이다. 투명성 개선 의제에서는 공급망의 투
명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및 조치의 개발, 공급
망 위험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
과의 협력 등이 대화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공
급망 물류 강화 의제에서는 인프라를 포함한 
공급망 물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및 기
술 협력 촉진, 공급망 물류 복원력을 향상시키
는 공통의 프레임워크 개발, 기존 또는 잠재적
인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 등이 논의의 주
제들이다. 

청정경제 필러의 하위 의제인 에너지 안보 
및 전환에서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배포 및 이
용량 확대와 관련된 정책, 표준 및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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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하는 방안, 역내 전력망 개선을 포함
한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촉진, 에너지 부문 메
탄 저감기술 개발과 투자 등이 논의될 예정이
다.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의
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
책, 인센티브 및 기반시설 투자, 저공해 및 제
로 배출 상품, 서비스 및 연료의 이용 확대, 지
속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혁신적이고 
내구성 있는 자연 기반 솔루션 개발 지원, 탄
소 포집, 활용,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수요와 공
급을 지원하는 조항, 강력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조항 등이 논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청정
경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의제에서는 제로 
배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조항, 
제로 배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금융조달 
협력, 청정경제 목표에 중요한 기술 협력, 인력 
개발, 역량 구축 및 연구 협력 등에 대한 논의
가 예상된다. 

공정경제 필러의 부패 방지 의제는 부패 범
죄의 예방, 퇴치 및 제재에 대한 규정, 범죄 수
익을 식별, 추적 및 회수하기 위한 조치, 부동
산 거래의 투명성과 법인의 실소유권 강화 방
안,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목적의 자금조달 방
지, 정부 조달 관행의 투명성과 무결성 촉진, 
민간 부문의 내부 통제, 윤리 및 반부패 준수 
프로그램 시행, 부패 범죄에 대해 비밀보호 시
스템 구축, 기존 반부패 식별 메커니즘의 투명
성과 구현성 강화 등이 핵심적인 협상 주제이
다. 세금 의제에서는 조세 당국 간의 정보 교환 
및 투명성에 대한 지원,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한 내부 자원 동원 지원,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
루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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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of the Key 
Agenda and Detailed 
Provisions of 4 Pillars 
of the IPEF Negotiation

This paper reviews the detailed provisions to be dealt with in the sub-agenda for each of the four 

pillars of the IPEF, which has begun negotiations.

In the Trade Pillar, the negotiation intends to pursue provisions and initiatives with regard to the 

nine key issues: labor, environment, digital economy, agriculture, transparency and good regulatory 

practices, competition policy, trade facilitation, inclusivity,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Supply Chains Pillar intends to achieve the collective goal of resilient supply chains with regard to 

the six key agendas are establishing criteria for critical sectors and goods, increasing resiliency and 

investment in critical sectors and goods, establishing an information-sharing and crisis response 

mechanism, strengthening supply chain logistics, enhancing the role of workers, and improving supply 

chain transparency.

Clean Economy Pillar intends to pursue provisions and initiatives with regard to the climate change 

focusing on five subcategories: energy security and transition;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reductions in priority sectors; sustainable land, water, and ocean solutions; innovative technologies for 

GHG removal; and incentives to enable the clean economy transition. 

In the Fair Economy Pillar, the negotiation intends to effectively implement and accelerate progress 

on anti-corruption measures and tax initiatives. This pillar will focus on anticorruption, tax, capacity 

building and innovation, and cooperation, inclusive collaboration, and transparency. 

Keywords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4 pillars, Trade, Supply chain, Clean economy, Fai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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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Impediments to the 
Exercise of WTO Jurisdiction 
in light of Mexico-Soft 
Drinks (DS308) and 
Peru-Agricultural 
Products (DS457) 

Overlap or conflict of jurisdictions in dispute settlement may be defined as situations where the same 

dispute or related aspects of the same dispute could be brought to two distinct institutions or two 

different dispute settlement systems for a solution. As the number of different international regimes 

and tribunals has multiplied over the past years, overlaps of jurisdictions have become commonplace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is phenomenon is part of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which is a 

result of the rise of specialized regimes that have different interests and biases. 

Sinc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ecognizes the right of Members to enter into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an inherent tension exists between Members’ rights under their RTAs and 

their rights under the WTO’s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However, there are a limited 

number of cases in which clear judgments have been made on the conflicting jurisdiction between the 

WTO and RTAs. Until now, WTO adjudicators have been reluctant to unequivocally state “whether there 

may be other circumstances in which legal impediments could exist that would preclude a panel from 

ruling on the merits before it”. This paper considers what potential legal impediments to the exercise 

of WTO jurisdiction exist if a party raises the question of a WTO panel’s jurisdiction as a preliminary 

issue, with a specific focus on two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 Mexico-Soft Drinks (DS308) and 

Peru-Agricultural Products (DS457).

Keywords :    jurisdiction, WTO dispute settlement, RTAs, forum selection, mutually agreed solution, 

legal impediments, Mexico-Soft Drinks (DS308), Peru-Agricultural Products (DS457)

Won-Youb CHOI
MOTIE
(onecho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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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The world trading system has seen 
a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since the early 1990s.1) 
Yet the fact that most RTAs are equipped 
with their ow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has added to claims of 
fragmentation within international 
trade law. Notwithstanding the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trade arena,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RTAs 
remains unclear in many aspects. In 
the absence of clear rules of exclusivity 
between one dispute sett lement 
mechanism and the other, parties to 
an RTA are able to choose between 
regional and WTO dispute settlement 
routes when a particular issue is subject 
to adjudication under either the WTO 

or the RTA. Given that compliance with 
a WTO obligation may only be judged 
definitively thr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and 
an RTA-only obligation must necessarily 
go through the agreement’s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there is a risk of 
overlap between these two approaches. 
For instance, dispute settlements on the 
same issues under the WTO or the RTA 
may produce two different outcomes 
which may be both politically and legally 
problematic.2) In practice, RTA parties 
that are also Members of the WTO often 
have different views regarding the most 
appropriate forum for dispute resolution. 
Claims in relation to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are often debated, and the 
WTO panels as well as the Appellate Body 
(AB) are facing substantial challenges 
arising from such preliminary matters. 

목차 I.   Introduction

II.  Overlaps of Jurisdiction between the WTO and RTAs

1.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2. The Influence of RTAs on the WTO’s Excercise of Jurisdiction

III. Legal Impediments to the Exercise of the WTO’s Jurisdiction

1. Mexico – Soft Drinks (DS308): “Forum Selection Clauses in RTAs”

2. Peru – Agricultural Products (DS457): “Mutually Agreed Solution”

IV.  Conclusion

V.   Bibliography

1)    According to the WTO’s database, a current total of 355 effective RTAs have been notified to the WTO, http://
rtais.wto.org (visited 1 July 2022) 

2)    Some scholars note that ideally, RTAs should be written so as to exclude adjudication of questions that are clearly 
in the province of the WTO. See Stoler, Andrew L,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the Role and Goal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p. 10-11, Institute for International Business, Economics & Law (Jul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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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especially the case with the 
emergence of the R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which has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deals with specific 
chapters beyond the WTO Agreements 
such as digital economy and labor.

Against this backdrop, recent WTO 
jurisprudence is indicative of the limits 
of WTO Members’ rights to invoke 
provisions of an RTA as a ‘jurisdictional 
defence’ where the dispute implicates 
trade measures under both the WTO and 
RTA rules. In particular, the Mexico – Soft 
Drinks (DS308)3) and Peru – Agricultural 
Products cases (DS457)4) shed light on the 
jurisdictional matt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In each 
case, the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appear to have provided useful, albeit 
incomplete, guidance for considering 
the jurisdictional issues between the 
WTO and RTA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herefore to clarify the problems 
described above by investigating the status 
and function of RTAs in WTO dispute 

settlement using these two precedents as 
main references. To this end, this paper 
focuses on one facet of the broader 
issues surrounding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jurisdiction of WTO 
panels and their exercise of it, leaving 
aside the substantive issues arising from 
the WTO-RTA debates5) 

II.    Overlaps of Jurisdiction 
between the WTO and RTAs

Overlap or conflict of jurisdictions in 
dispute settlement may be defined as 
situations where the same dispute or 
related aspects of the same dispute could 
be brought to two distinct institutions or 
two different dispute settlement systems 
for a solution.6) As the number of different 
international regimes and tribunals has 
multiplied over the past years, overlaps of 
jurisdictions have become commonplace 
in the international arena.7) This 
phenomenon is part of the fragmentation 

3)    Appellate Body Report, Mexico - Tax Measures on Soft Drinks and Other Beverages, WT/DS308/AB/R, adopted 
24 March 2006, and Panel Report, WT/DS/308/R, circulated 7 October 2005.

4)    Appellate Body Report, Peru - Additional Duty on Imports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WT/DS457/AB/R, 
adopted 31 July 2015, and Panel Report, WT/DS457/R, circulated 27 November 2014.

5)    The WTO-RTA debates have revolved mainly around such core questions as preliminary issues in the adjudication 
process, the role of RTAs in the interpretative exercise of the WTO adjudicators, and the possibility of inter se 
modification of the WTO agreement. Michelle Q. Zang, ‘When the Multilateral Meets the Regionals: Regional Trade 
Agreements at WTO Dispute Settlement’, pp. 2-4, World Trade Review (January, 2019)

6)    K. Kwak and G. Marceau (2006), ‘Overlaps and Conflicts of Jurisdiction between the WTO and RTAs’,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pp. 465-524.

7)    Luiz Eduardo Salles (2014), ‘Forum Shopping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The Role of Preliminary Objections’,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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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national law, which is a result of 
the rise of specialized regimes that have 
different interests and biases. 

1.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sofar as overlaps and conflicts of 
jurisdiction are concerned, Article 23 of 
the DSU mandates exclusive jurisdiction 
in favour of the DSU for WTO violations.8) 
By simply alleging that a measure affects 
or impairs its trade benefits, a WTO 
Member is entitled to trigger the de facto 
automatic, rapid, and powerful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excluding 
the engagement of any other mechanism 
to examine violations of WTO law. Thus,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can 
often acquire jurisdiction over disputes 
with potential trade effects even if such 
disputes may also be handled in fora 
other than that of the WTO.

All WTO Members are subject to its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they have all 
signed and ratified the WTO agreement 
as a single undertaking9), of which the 
DSU is a part. The DSU subjects all 

WTO Members to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all dispute arising under the 
WTO agreement. Therefore, unlike 
other systems of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there is no need for the parties 
to a dispute to accept the jurisdiction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instance, in a separate declaration 
or agreement. This consent to accept 
the jurisdiction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lready contained 
in a Member’s accession to the WTO. As 
a result, every Member enjoys assured 
access to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no responding Member may escape 
that jurisdiction.   

2.    The Influence of RTAs on the WTO’s 
Exercise of Jurisdiction 

As discussed above, the scope of a WTO 
panel’s potential jurisdiction over RTA 
issues may be considered far-reaching. 
However, it is not clear as to whether a 
WTO panel’s jurisdiction may be restricted 
or a panel can decline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because an RTA is a more 
convenient forum, has more specific 

8)    Article 23 of the DSU provides that: “When Members seek the redress of a violation of obligations or other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f benefit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 they shall have recourse to, and abide by,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9)    Single undertaking is a provision that requires countries to accept all the agreements reached during a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s a single package, as opposed to on a case-by-case basis. In the context of 
the WTO system, single undertaking means that the WTO agreement had to be signed in its totality (except for 
agreement signed in its Annex 4 known as plurilateral agreements). Signatories were not allowed to sign only 
individual parts of the entir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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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is already considering a case on the 
same claim, or has already adjudicated 
the matter. In this regard, when a WTO 
complaint arising in relation to an FTA is 
referred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respondent sometimes 
raises the preliminary objection that the 
panel’s jurisdiction should be rejected. 
In the contex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this sort of argument appears 
to be raised substantially as an issue 
of admissibility, but both the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tend to use the 
concept of admissibility and jurisdiction 
interchangeably.10) This paper therefore 
examines the issue of jurisdiction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the two legal terms 
-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Past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against jurisdiction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types: (i) arguments 
against the panel’s jurisdiction based 
on a forum selection clause (so-called 

a ‘fork-in-the-road’ clause) in the RTA; 
and (ii) arguments that seek to exclude 
the availability of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between parties to the RTA, 
for example, by deeming the FTA to be 
mutually agreed solutions (MAS)11) in DSU 
Article 3.7.12) We will consider each of 
these cases in order as below.

III.    Legal Impediments to the 
Exercise of the WTO’s 
Jurisdiction 

1.    Mexico - Soft Drinks (DS308): “Forum 
selection clause in RTAs”

A. Background
This dispute concerns certain tax 

measures imposed by Mexico on soft 
drinks and other beverages that use any 
sweetener other than cane sugar. The 
tax measures concerned include: (i) a 

10)    In essence, jurisdiction concerns whether a tribunal has the power to adjudicate the claim in question at all, 
whereas admissibility assumes that power and goes to whether the tribunal will choose to exercise it. As Butcher 
J put it in PAO Tatneft v Ukraine (2018): "Issues of jurisdiction go to the existence or otherwise of a tribunal's 
power to judge the merits of a dispute; issues of admissibility go to whether the tribunal will exercise that power 
in relation to the claims submitted to it." Even pithier is the explanation offered by the Singapore Court of Appeal 
in BBA v BAZ (2020): "Jurisdiction is commonly defined to refer to 'the power of the tribunal to hear a case', 
whereas admissibility refers to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tribunal to hear it'."

11)    The term ‘mutually agreed solutions’ (MAS) covers any solution which has been reach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ather than by decision of the DSB., See Stoll, Peter-Tobias (2006), ‘Article 3 DSU’, Max Planck 
Commentaries on World Trade Law

12)    DSU Article 3.7. : Before bringing a case, a Member shall exercise its judgement as to whether action under 
these procedures would be fruitful. The aim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to secure a positive 
solution to a dispute. A solution mutually acceptable to the parties to a dispute and consistent with the covered 
agreements is clearly to be preferred. In the absence of a mutually agreed solution, the first objective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usually to secure the withdrawal of the measures concerned if these a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any of the covered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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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percent tax on soft drinks and other 
beverages that use any sweetener other 
than cane sugar (“beverage tax”), which 
is not applied to beverages that use 
cane sugar; and (ii) a 20 percent tax on 
the commissioning, mediation, agency, 
representation, brokerage, consignment 
and distribution of soft drinks and other 
beverages that use any sweetener other 
than cane sugar (“distribution tax”).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at these taxes 
are inconsistent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in particular, Article III:2, first 
and second sentences, and Article III:4 
thereof. On 10 June 2004, the United 
Stated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t its meeting on 22 June 2004, 
the DSB deferred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In this case, the United States raised 
a dispute about GATT compatibility 
regarding access to the sugar market in 
Mexico. As the respondent, Mexico raised 
as a preliminary issue the defence that 
the United States’ claims were inextricably 

linked to a broader dispute, and that only 
a NAFTA panel could resolve the dispute 
as a whole.13) Rather than questioning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panel’s 
jurisdiction, Mexico’s objection actually 
focused on the exercise of the jurisdiction 
itself. Mexico claimed that although the 
panel had the authority to rule on the 
merits of the claims in this dispute, it also 
had the “implied power” to abstain from 
ruling on them and should have exercised 
this power in the circumstances of this 
dispute.14) 

B. Panel / Appellate Body Findings
The Appellate Body upheld the panel’s 

decision to dismiss Mexico’s defence. 
The Appellate Body, without explicitly 
referring to the term “admissibility”, made 
several observations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panel’s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Appellate Body report, WTO panels 
have certain powers that are inherent in 
their adjudicative function – so called the 
“inherent adjudicative powers”.15) The 

Mexico - Soft Drinks

자료: WTO

13)    Appellate Body Report, Mexico - Soft Drinks, supra note 3, para. 54.

14)    Ibid., para. 44.

15)    Ibid., para.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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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llate Body highlighted the following 
specific issues related to the panel’s 
jurisdiction. First of all, it confirmed, on 
the basis of a widely accepted rule among 
international tribunals, that panels have 
the right to determine whether they have 
jurisdiction in a given case, as well as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ir jurisdiction. 
16) In addition, the Appellate Body referred 
to its previous rulings17) and confirmed 
that the panel is endowed with “a 
margin of discretion to deal, e.g. judicial 
economy, always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with specific situations that may 
arise in a particular case and that are not 
explicitly regulated”.18) Furthermore, the 
Appellate Body nevertheless cautioned 
that, from the existence of this inherent 
adjudicative power, a WTO panel “would 
seem … not to be in a position to choose 
freely whether or not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A decision by a panel to 
decline validly established jurisdiction 
would seem to “diminish” the rights of 
a complaining Member to seek redress 
of a violation of obligation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3 of the DSU, and 

the right to bring a dispute pursuant to 
Articles 3.3 of the DSU.19) Notably, the 
Appellate Body acknowledged that there 
may be other circumstances in which 
legal impediments could exist that would 
preclude a panel from exercising its 
jurisdiction.20) Although this appears to 
provide a slight possibility for declining 
a panel’s jurisdiction, the Appellate Body 
did not consider it necessary to provide 
further explanation of the term “legal 
impediments” in light of the scope of 
Mexico’s appeal. 

C. Assessment
As Mexico did not present any robust 

argument with respect to the so-called 
forum selection clause of Article 2005.6 
of the NAFTA21), its preliminary objection 
did not shake the foundations of the 
panel’s jurisdiction. However, it is notable 
in this case that the Appellate Body tacitly 
indicated the impact that forum selection 
clauses in RTAs could have on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In other 
words, while the forum selection clause 
of an RTA cannot take away or affect 

16)       Ibid., para. 45.

17)    Appellate Body Report, EC - Hormones, footnote 138 to para. 152. See also Appellate Body Report, US - FSC 
(Article 21.5 - EC), paras. 247-248.

18)    Ibid., para. 45.

19)    Appellate Body Report, Mexico - Soft Drinks, supra note 3, para. 53.

20)    Ibid., para. 54. 

21)    Article 2005.6 of the NAFTA provides: “Onc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have been initiated under Article 
2007 or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have been initiated under the GATT, the forum selected shall be to the 
exclusion of the other, unless a Party makes a request pursuant to paragraph 3 o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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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istence of a panel’s jurisdiction 
over disputes under the WTO rules, such 
a clause might well affect exercise of 
the panel’s jurisdiction.22) As is shown 
in this case, there remains the chance 
that “legal impediments” might arise 
and preclude a panel from ruling on the 
merits of the claims. However, since the 
Appellate Body did not present its view 
on what could specifically constitute a 
“legal impediment”, this point has been 
left vague and remains unanswered.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WTO DSB’s 
position is unwilling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forum selection clause. 
In addition, there is a good possibility 
that the WTO will accept a case that 
has already undergone an FT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gain because the 
referred cases are not the same. In this 
case, however, some would argue that 
the WTO's respect for jurisdiction in the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may 
undermin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hich was designed to strengthe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due to the 
loss of its exclusive jurisdiction stipulated 
in Article 23 of the DSU.

Summary and key Findings

Mexico - Soft Drinks (DS308)

Measure 

at issue
·Mexican 20% taxes on soft drinks using sweeteners other than can sugar 

Mexico’s 

Strategy

·claims are linked to a broad dispute → NAFTA, appropriate forum

·Panel, “implied power” to abstain from ruling on them 

→ should have exercised this power in the circumstances of this dispute 

(focused not on existence, but on “exercise”) 

Panel /

Appellate 

Body

·Panel has the right to determine whether to have jurisdiction

·Panel endowed with “a margin of discretion”, e.g. judicial economy

· Panel had no discretion to decline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in a case that 

had been properly brought before it

· Appellate Body hinted exercise of panel’s jurisdiction could be excluded if 

there is a “legal impediment”

· However, expressed no view on whether a legal impediment to the exercise 

of a panel’s jurisdiction would exist ...

22)    Zang (2019), supra note 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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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ru - Agricultural Products (DS457): 
“Mutually Agreed Solution”

A. Background

Shedding light on this conundrum is 
the recent case of Peru – Agricultural 
Products, which offers the possibility 
of another instance in which legal 
impediments might prevent the exercise 
of a WTO panel’s jurisdiction by means of 
a “mutually agreed solution” (MAS). 

In the Peru – Agricultural Products 
case, Peru argued that the respondent 
Guatemala had waived its right to 
challenge Peru’s Price Range System 
(PR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Guatemala claimed that 
the PRS resulted in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rice, sugar, 
maize, milk and certain dairy products.23)

On 12 April 2013, Guatemala requested 
consultations with Peru with respect to 
the imposition by Peru of an “additional 
duty” on imports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Guatemala claimed that the 
measure at issue is inconsistent with: 
(i) Article 4.2 and footnote 1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ii) Articles 
II:1(a), II:1(b), X:1, X:3(a), XI and XI:1 
of the GATT 1994; and (iii) Articles 1, 2, 
3, 5, 6 and 7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On 13 June 2013, Guatemala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t its meeting on 25 June 2013, the DSB 
deferred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The two parties had signed an FTA, 
which allegedly allowed Peru to maintain 
its WTO-inconsistent PRS. However, at 
the time of the dispute, the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not yet in force 
as Peru had neglected its ratification 
process. The respondent Peru emphasized 
the presence of the FTA and sought to 
have the panel’s exercise of jurisdiction 
rejected. Peru raised as a preliminary 
issue the defence that Guatemala had 
recognized Peru’s maintenance of the PRS 
system through the conclusion of the FTA 
which prevailed over WTO agreements. 
As such, Peru claimed that Guatemala 

23)    Appellate Body Report, Peru - Agricultural Products, supra note 4, para. 5.1.

Peru - Agricultural Products

자료: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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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have waived its right to initiat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which 
resulted in Guatemala’s bringing contrary 
to its good faith obligations under Article 
3.724) and 3.1025) of the DSU. For this 
reason, Peru argued in defence that the 
panel should refrain from exercise of its 
jurisdiction.26)

B. Panel / Appellate Body Findings

The panel rejected Peru’s defence in 
a way that avoided venturing into the 
jurisdiction issue on the grounds that the 
FTA between Peru and Guatemala was 
not in force yet in the first place.27) The 
panel offered a limited analysis of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WTO and FTA 
dispute settlements because “the panel 
cannot attribute to the FTA a legal value 
that it does not currently possess” in light 
of the FTA’s unratified nature28); and it 

also opined that to make a determination 
as to what is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FTA would be to go beyond the terms 
of reference entrusted to this panel by 
the DSB.29) However, the Appellate Body 
adopted a different approach to the panel 
and considered the contents of the FTA 
provisions, disregarding the fact that the 
FTA was not in force, and treated the issue 
in a manner that squarely attacked Peru’s 
defence. This case essentially raised 
two points: firstly,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eru-Guatemala FTA 
constitute a “mutually agreed solution” in 
the context of Article 3.7 of the DSU, and 
secondly, if so, whether a MAS would lead 
to the “relinquishment of a Member’s 
DSU right” to initiat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First, the Appellate Body, relying on the 
EC – Banana Ⅲ (Article 21.5 – Ecuador 
Ⅱ / Article 21.5 – US)30), determined that 

24)    Article 3.7 of the DSU stipulates: “Before bringing a case, a Member shall exercise its judgement as to whether 
action under these procedures would be fruitful. The aim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to secure 
a positive solution to a dispute. A solution mutually acceptable to the parties to a dispute and consistent with 
the covered agreement is clearly to be preferred. …” In this regard, the Appellate Body confirmed that the first 
sentence of this Article reflects a good faith principle. See Appellate Body Report, Mexico - Corn Syrup (Article 
21.5 - US), WT/DS132/AB/RW, para. 73

25)    Article 3.10 of the DSU stipulates: “It is understood that requests for conciliation and the us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hould not be intended or considered as contentious acts and that, if a dispute arises, all 
Members will engage in these procedures in good faith in an effort to resolve the dispute.…”

26)    Appellate Body Report, Peru - Agricultural Products, supra note 4, para. 5.2.1.

27)    Panel Report, Peru - Agricultural Products, supra note 4, para. 7.88.

28)    Ibid.

29)    Ibid., para. 7.92

30)    The Appellate Body was of the view that the mere agreement to a “solution”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parties waive their right to have recourse to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us require “a clear indication in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f a relinquishment of the right to have recourse to Article 21,5.”, Appellate 
Body Report, EC - Banana Ⅲ (Article 21.5 - Ecuador Ⅱ), para.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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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inquishment of rights granted by 
the DSU cannot be lightly assumed,”31)

and held that “while we do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articulating the 
relinquishment of the right to initiat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in 
a form other than a waiver embodied in 
a mutually agreed solution, … any such 
relinquishment must be made clearly.”32) 
The Appellate Body also found that the 
question on whether there is a waiver of 
the rights granted by the DSU33) should 
be ascertained on the basis of actions 
taken in relation to, or within the context 
of,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DSU. 
In addition, the Appellate Body pointed 
out that “while Article 3.7 of the DSU 
acknowledges that parties may enter into 
a mutually agreed solution, we do not 
consider that Members may relinquis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DSU beyond the settlement of specific 
disputes.”34) Furthermore, it is emphasized 
several times that an MAS must be 

consistent with the covered agreement, as 
is explicitly stated in Article 3.5 and 3.7 of 
the DSU.35) 

To sum up, the Appellate Body 
appeared to find that a waiver of rights 
under the DSU can be possibly subject 
to the one: (i) being clear; (ii) being 
perform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DSU; (iii) not having a scope exceeding 
the settlement of specific disputes; and 
(iv) if the waiver is made in the form of an 
MAS, the agreement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WTO covered agreement.36)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Appellate Body determined that the 
substanc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eru – Guatemala FTA, maintaining 
the PRS in paragraph 9 of Annex 2.3, 
was inconsistent with the WTO covered 
agreement.37) Therefore, the FTA was 
not considered to be a “mutually agreed 
solution” under the DSU. In addition, it 
concluded that irrespective of its status 
as not being ratified by both parties, the 

31)    Appellate Body Report, Peru - Agricultural Products, supra note 4, para. 5.25.

32)    Ibid.

33)    Ibid.

34)    Ibid., fn. 106.

35)    Ibid., paras. 5.25-5.26, fn. 102

36)    Hirami Kenta, ‘FTAs in WTO Dispute Settlement’, Public Policy Review, Vol. 16, No. 5 (August 2020), pp.10-12. 

37)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PRS was inconsistent with Article 4.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Article 2:1(b) of the GATT. The Appellate Body upheld the Panel's finding that the additional duties resulting from 
the PRS constituted variable import levies, or at least a border measure similar to variable import levies, within the 
meaning of footnote 1 of the AA, and that, by maintaining such a measure, Peru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 4.2. In addition, the Appellate Body upheld the Panel's finding that the additional duties resulting from the 
PRS constituted other duties or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second sentence of Art. II:1(b), and that, by applying such a measure without having recorded it in its 
schedule of concessions, Peru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the second sentence of Art. II: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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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cannot be deemed to represent a 
clear waiver of rights under the DSU by 
Guatemala on the grounds that there 
appeared to be ambiguity as to whether 
the FTA allowed Peru to maintain the 
PRS.38) Furthermore, the Appellate Body 
held that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TA, parties to the FTA have the right 
to bring claims under the WTO covered 
agreements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forum 
selection clause in Article 15.3. For these 
reasons, Peru’s defence was dismissed.

C. Assessment

The Appellate Body’s reasoning offers 
a valuable guidance for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exercise of a WTO 
panel’s jurisdiction might be restricted. 
In the present case, while affirming the 
option of enclosing a waiver in an MAS, 
the Appellate Body did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its relinquishment in other 
forms. Although the Appellate Body set 
some strict conditions for the waiver as 
discussed above, it did not impose any 
particular restrictions on the means of 
the waiver. If so, it may be construed that 
as long as provisions in RTAs are designed 
carefully, parties to RTAs theoretically 
can exclude the availabilit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between 
themselves, meaning they can exclude a 
WTO panel’s exercise of jurisdiction.39) 

The Peru – Agricultural Products 

Summary and key Findings

Peru - Agricultural Products (DS457)

Measure 

at issue

·Peru’s PRS, possibly resulted in additional duty 

※ Peru and Guatemala FTA with PRS concluded in 2011, not yet in force.

Mexico’s 

Strategy

·Guatemala, by concluding FTA, waived its right to initiate WTO DSM, 

  thus acted against “good faith” under Art. 3.7 and 3.10 of DSU

·So, panel should refrain from exercising its jurisdiction 

Panel /

Appellate 

Body

·Panel rejected Peru’s claims without venturing deep into the issue 

   due to FTA’s unratified nature 

·However, Appellate Body went further considering the FTA provisions:

  - FTA provisions are considered “MAS” in Art. 3.7 of DSU? 

  - If so, “MAS” would lead to “relinquishment of a Member’s right” to 

     initiat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38)    Both Guatemala and Peru have differing views on the interpretation of paragraph 9 of Annex 2.3.

39)    In this regard, Pauwelyn (2016) argues that the forum selection clauses in Article 29.3 of the CETA and Article 
28.4 of the CPTPP are candidates for FTA provisions that could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waiving rights under 
the DSU. Pauwelyn, Joost (2016), ‘Interplay between the WTO Treaty and Other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Tribunals: Evolution After 20 Years of WTO Jurisprudence’, pp. 19-20, fn.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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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the 
status and function of an RTA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by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waiving 
rights under the DSU. Considering that 
an MAS may be a legal impediment that 
restricts a WTO panel’s jurisdiction, the 
vagueness of relevant RTA provisions will 
be beneficial to a complaining party, 
and possibly lead a dispute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In order 
for parties to maximize the likelihood 
of using an RTA's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s a substitute for the WTO 
mechanism, they must indicate in no 
uncertain terms and in such a way 
that leaves no leeway for any other 
interpretation that the rights under the 
DSU have been waived. In this respect, 
this case is expected to influence each 
country’s litigation strategy in WTO 
dispute settlement as well as to affect the 
ongoing or future negotiations of RTAs.   

IV.    Conclusion 

Since the WTO, through e.g., Article 24 
of the GATT 1994, recognizes the right of 
Members to enter into RTAs, an inherent 

tension exists between Members’ rights 
under their RTAs and their rights under 
the WTO’s DSU.40) As we have seen thus 
far, however, there are a limited number 
of cases in which clear judgments have 
been made on the conflicting jurisdiction 
between the WTO and RTAs. Until now, 
WTO adjudicators have been reluctant 
to unequivocally state “whether there 
may be other circumstances in which 
legal impediments could exist that would 
preclude a panel from ruling on the merits 
before it”. For its part, the Appellate Body 
has been somewhat hesitant to delve into 
the heart of this matter. This may be due 
to the considerable deference to GATT-
legitimate RTAs, or judicial self-constraint 
derived from Article 3.2 of the DSU which 
clearly hints that formulating new rules 
by filling gaps in an existing agreement is 
not possible.41) 

As RTAs continue to deal with 
sophisticated rules and contain provisions 
that reach beyond WTO obligations (so-
called “WTO-plus”), the WTO will now 
have to provide active rulings that reflect 
reality in a more precise manner. The 
WTO DSB’s passive and vague attitude 
toward the possibility of the non-exercise 
of jurisdiction precludes the trust of 

40)    Hillman, Jennifer (2009), ‘Conflict betwee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 What should WTO Do’,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2: Iss. 2, Article 1.

41)    Article 3.2 of the DSU stipulates: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SB can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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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involved in a dispute. Until 
there is a substantial accumulation of 
precedents, in the context of enhancing 
consistency between regimes,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CRTA) 
achieve substantive progress in resolving 
the major systemic and transparency 
issues concerning WTO rules on RTAs. 

At the same time trade negotiators 
should always bear in mind that, although 
the WTO Doha Round negotiations has 
been stuck in a deadlock over the past 
20 years, efforts must also be made to 
establish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RTA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a multilateral manner.42)

In reality, in recent regional or bilateral 
agreements, the issue of jurisdiction 
between RTAs and the WTO has been 

treated in greater detail compared to 
previous years through the inclusion of 
provisions such as “forum selection” or 
“choice of forum”.43) Through such means, 
negotiators aim to avoid the rasing of 
both WTO and RT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n substantially the same 
issue. This trend is set to expand and 
take on more advanced forms in future 
trade agreements. Indeed, it is expected 
that trade negotiators will continue 
to elaborate up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 further detail with respect 
to forum selection clauses under RTAs to 
prevent inefficiencies such as duplicative 
litigation while maintaining consistency 
with the WTO covered agreements.

42)    “… the best solution would be for WTO Members to use the Doha negotiating mandate regarding RTAs to resolv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arguments and the WTO, and to establish clear rules for addressing conflicts 
and overlaps between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f the two.”, Hillman (2009), supra note 36, p. 205.

43)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is a free-trade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with a more sophisticated choice of forum clause as below. 

CETA Art. 29.3 (Choice of forum) ... if an obligation is equivalent in substance under this Agreement and under 
the WTO  agreement, or under any other agreement, a party may not seek redress for the breach of such an 
obligation in the two fora. In such case, once 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has been initiated under one 
agreement, the party shall not bring a claim seeking redress for the breach of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obligation under the other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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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ies>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pened 
for signature 15 April 1994, 1867 UNTS 
3 (entered into force 1 January 1995) 
(‘Marrakesh Agreement’)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pened for 
signature 15 April 1994, 1867 UNTS 3 
(entered into force 1 January 1995), annex 
1A (‘Agreement on Agricultur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pened for 
signature 15 April 1994, 1867 UNTS 3 
(entered into force 1 January 1995), annex 
1A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1994’)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pened for 
signature 15 April 1994, 1867 UNTS 3 
(entered into force 1 January 1995), annex 
2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pened for signature 23 May 
1969, 1159 UNTS 331 (entered into force 
27 Januar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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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다자무역체제의 무력화, 보호무역주의의 확
산, 전례 없는 팬데믹에 더하여 러시아-우크
라이나 사태까지 현재 전 세계는 급격한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유례 없는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는 국가경제와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실
정이다. 2021년 2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
회(European Union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는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방안으로 중장기 계획인 신(新)통
상전략을 발표하였다. 신(新)통상전략은 급변
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EU 회원국의 이익과 안
보 보호를 중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나 세
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
하 “WTO”) 개혁,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디지
털 전환,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무역대상국 
확대 및 공정경쟁 등 총 여섯 가지 통상 전략
4) 중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
으로 공정경쟁을 도모할 것을 선포하였다. 

EU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
해 내세운 첫 번째 카드는 역외보조금 규제
(foreign subsidies regulation)로, 이는 EU 
역내시장에서 제3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보조

금으로 인한 경쟁왜곡 효과를 차단하기 위
해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 EU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려는 제3
국의 강압적인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
한 두 번째 카드는 통상위협대응조치(anti-
coercion instrument, 이하 “ACI”) 법안이다. 
EU는 그간 반덤핑, 상계관세 등 역외국의 불
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마
련해왔으나 역외보조금, 경제적 압력 등과 같
이 암묵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불공정 무역 관
행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를 도입하
고자 하는 시도는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보인
다.5) 

두 법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재 대상 조치를 취한 모든 역외 기업 
또는 국가에 동 법안들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 및 기업도 이를 좌시할 수만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EU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 
ACI 법안 등 두 법안의 주요 내용, 향후 예상
되는 법안의 처리 일정을 소개함으로써 EU 신
통상규범의 현 주소를 상세히 살펴보는 동시
에,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여 우
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전 세계적으
로 확산되고 있는 신통상규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해 본다. 

4)    European Commission, “Trade Policy Review - 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 EC COM(2021) 66 
final, 2021.

5)    Eszter BALÁZS, “New tool to protect internal market against distortive foreign subsidies,”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s, 2022;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Report,” 
European Commission SWD(2021) 371 final, 2021, p. 8.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december/
tradoc_159963.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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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U 역외보조금 규제

1. 주요내용

1) 발의 배경

2020. 6. 17. EU 집행위는 EU 역내시장에
서의 경쟁왜곡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역외보
조금 관련 EU 역내시장 내 경쟁조건 공정화에 
관한 백서’를6) 발표하였다. 동 백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EU 내부시장에 역외보조금이 상
당한 수준의 경쟁왜곡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
타나 EU 내부시장 내 경쟁이 불균형한 상황이
며, 제3국에서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반면 역외
보조금으로 인해 EU 기업 인수가 촉진되고 투
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역외보조금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사업
(Belt and Road Initiative, 이하 “BRI”)의 추
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7) 동 사업은 중국 및 

유라시아 주요 지역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
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
젝트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
상국에 중국 (국유)기업이 중국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제공받아 직접 해외개발투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 하에 중국 
(국유)기업이 낙찰을 받고, 진행 과정에서 중국 
기업과 인력이 동원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금
이 다시 중국으로 회수되는 형식으로 진행되
었다. 중국의 BRI 사업은 중국의 ‘거대통합경
제권 형성’과 ‘지역패권주의 강화’라는 국가 목
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자 수단으로 활용 
되었으며,8) 그러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EU 
역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만들
었다.9)

그로 인해 EU는 외국의 산업보조금과 국영
기업으로부터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EU는 2017년부터 미
국 및 일본과 공동으로 산업보조금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하기 위해 3자회담을 여러 차례 진
행하였고, 2020. 1. 14. 제6차 미·EU·일 공동
성명에서 산업보조금에 대한 WTO 규정 강화

6)    White Paper on levelling the playing field as regards foreign subsidies. 2020. 6. 17. COM(2020) 253 final. (https://
competition-policy.ec.europa.eu/system/files/2021-06/foreign_subsidies_white_paper_en.pdf 참조.) 

7)    정누리, “제3국 우회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동향에 관한 소고: 2021년 발의된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2021), pp. 219-248; 오세화, “PIIE 세미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  
「워싱턴통상정보」, 2021. 10. 22. 중국의 BRI 사업에 대한 기사는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8730108 참조. 
2013년부터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 아래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서 중국이 연선(沿線)에 위치한 개도국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에 자국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한 해외개발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역외보조금 문제의 시초가 되었다. 즉, 중국의 해외개발투자는 중국의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여 중국의 국유기업이 
사업을 독점적으로 낙찰을 받고, 그 실행과정에 중국의 기업과 인력이 주로 동원되어,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참가국에 지원한 자금 
또는 제공한 차관은 궁극적으로 중국계 기업에게 유입되게 되어 중국이 역외 소재의 중국계 기업에게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8)    최재덕. “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된 한계점”,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3호(2018), pp. 25-46; 최재덕, “중국몽(中國夢) ‘일대일로’, 그 기회와 함정”, 프레시안, 2018. 7. 27; 최재덕, “중국의 
미래전략이 바뀐다 - [기고] 코로나 팬데믹 속 중국의 대응”, 프레시안, 2020. 12. 14.

9)    정누리, 전게논문, pp. 2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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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표로 WTO 보조금협정 개정을 제안하기
도 하였다.10) 2019년 EU 집행위는 ‘중국 전략
보고서(EU-China Strategic Outlook)’를 통
해 국영기업과 역외보조금의 시장 왜곡 효과
를 규제에 있어 EU법상 ‘규제 공백(regulatory 
gap)’이 있으며,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
다.11)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 유입되는 보조금
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도 본격적으로 시행하
였는데, 그 일환으로 2020년과 2022년, 두 차
례에 걸쳐 이집트 및 인도네시아 기업이 제3국 
정부(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자금을 수혜 받
아 제품을 생산하고 EU에 수출한 이집트산 유
리섬유 제품과12)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냉
연제품에13) 대해 각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현 WTO 체제에서는 역외로부터 우회되어 

유입되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 조항이 미비한 
점,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기능
이 사실상 마비되어 분쟁 해결이 어려운 점, 그
리고 EU 내 중국의 투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는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현행 EU 
보조금 규정(State Aid rules) 및 다자무역구
제 조치만을 통해서는 EU 단일시장 내 경쟁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러
한 규제 공백을 메꾸고 역내 시장 경쟁 왜곡 효
과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외보조금 규
제 법안을 발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동 규제 법
안이 주로 중국의 BRI 사업에 대한 대응의 일
환으로 발의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14) 중국만
을 겨냥한 법안이 아닌 EU 내로 유입되는 모
든 제3국의 재정적 지원, 즉 역외보조금이 규
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10)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 통상장관회의 공동서명(Washington D.C., 2020. 1. 14);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ttps://trade.ec.europa.eu/
doclib/docs/2020/january/tradoc_158567.pdf 참조);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은 현행 WTO 협정이 일부 국가의 왜곡된 
시장/무역보조금을 규제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산업보조금에 대한 다자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일부 
국가(certain jurisdiction)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천기·강민지,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0권 제6호(2020).

11)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and HR/VP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Council: EU-China - A 
strategic outlook,” 2019. 3. 12.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communication-eu-china-a-strategic-
outlook.pdf 참조).

12)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776 of 12 June 2020 imposing definitive countervail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woven and/or stitched glass fibre fabric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Egypt 
and amending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492 imposing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woven and/or stitched glass fibre fabric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Egyp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toc=OJ%3AL%3A2020%3A189%3ATOC&uri=uriserv%3AOJ.L_.2
020.189.01.0001.01.ENG 참조.) 해당 이집트의 유리섬유 기업은 중국의 BRI 사업과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개발 계획이 공동으로 
진행되는 SETC-Zone 내 기업으로, 이집트는 SETC-Zone 내 중국 기업에게 토지, 노동, 세금 우대 조치 혜택을 부여하였고, 중국과 
재정적인 지원 협력 협정을 맺은 바 있다. EU는 중국 정부가 SETC-Zone에 속한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한 것을 이집트 정부를 
통해 지원된 초(超)국경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단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김경화, “EU,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본격화”, 「통상이슈브리프」, No.2(2022). 

1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433 of 15 March 2022 imposing definitive countervailing duties 
on imports of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originating in India and Indonesia and amend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2012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definitively collecting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originating in India and Indonesia. (https://eur-
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2.088.01.0024.01.ENG&toc=OJ%3AL%3A2022%3A
088%3ATOC 참조.)

14)    정누리, 전게논문, pp. 2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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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외보조금의 정의

2021. 5. 5. EU 집행위는 ‘역내시장을 왜
곡하는 역외보조금에 관한 규정 입법안’을
15) 영향평가 보고서와16) 함께 발표하였고 이
후, 동 법안은 EU 의회 내 국제통상위원회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이
하 “INTA”)의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정교
화 되었다. 2022. 7. 11. 발표된 EU 의회·
이사회의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의 잠정합
의안(Provisional Agreement)에 따르면,17) 
‘역외보조금’이란 ① 제3국의 정부, 공적기
관 또는 제3국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 행
위를 한 민간단체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② EU 역내시장에서 경제활
동을 하는 기업(EU 내 설립 법인이 아니어도 
무관)에게로 부여되고, ③ 그러한 재정적 기여
로 인한 혜택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개별 사업
이나 산업 또는 여러 사업이나 산업으로 제한
되는 경우(즉 이른바 ‘특정성(specificity)’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8) 그리고 이러한 역외보

조금이 EU 내에서 경쟁을 왜곡한다면 최종적
으로 규제 대상인 역외보조금으로 판단된다.19) 

법안의 적용 대상은 ① 일정 매출액 이상의 
EU 내 기업과 기업결합(concentration)이 일
어나는 경우, ② EU 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 중 입찰액 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또
는 ③ 기타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EU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상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①
과 ②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외
국 정부로부터 수혜 받은 보조금 내역을 반드
시 신고하고, EU 집행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
야 한다.20) 그러나 3년 간 4백만 유로 미만의 
보조금과 자연재해 또는 예외적인 발생에 따
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범위 내의 보조금에 
의해서는 시장왜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21) 다만,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에 따른 EU 역
내시장의 경쟁 왜곡이 의심되는 경우, EU 집
행위는 직권 조사(ex officio)를 개시할 수 있
다.

15)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2021. 5. 5. COM(2021) 223 final, 2021/0114 (COD).

16)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2021. 5. 5. SWD(2021) 99 final.

17)    European Parliament. Provisional Agreement Resulting from Interinstitutional Negotiations. 2020. 7. 11. (https://
www.europarl.europa.eu/meetdocs/2014_2019/plmrep/COMMITTEES/INTA/DV/2022/07-13/1260231_EN.pdf 
참조.) 

18)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1-2 

19)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3

20)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18

21)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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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재 분야

(1) 기업결합(Concentration)22)

동 법안의 첫 번째 규제 유형은 역외보조금
이 EU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촉진할 때 발생하는 시장 왜곡에 
대한 규제이다. 즉, ① 피인수기업 또는 기업결
합 대상기업 중 일방의 EU 내 매출액이 5억 유
로 이상이고, ② 제3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
금 규모가 최근 3년간 5천만 유로 이상일 경우 
규제 요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기 두 가지 요
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EU 집행위에 
사전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기업결합 이행이 금지된다. 

EU 집행위는 기업으로부터 사전신고를 받
은 날로부터 25 영업일 이내에 인수·합병 건을 
검토하며, 심층 조사 개시 후 90 영업일 이내
에 규제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해당 
당사자가 EU 내부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
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위 기간은 15 영업일 
연장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기업결합 이행
이 금지된다.23) 고의·과실 등으로 인해 부정확·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과 같이 비협조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해
당 답변은 EU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되거
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24) 미신고, 심사
기간 중 기업결합 이행, 금지결정 불이행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25) 

(2) 공공조달26)

두 번째 규제 유형인 공공조달은 사업자가 
관련 재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유리
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보조금이 지
급되어 이로 인한 시장 왜곡이 있는 경우이다. 
즉 ① 특정 기업의 EU 내 공공조달 (예상)가액
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이며, ② 그 기업(외국
기업 및 협력업체)이 최근 3년간 400만 유로 
이상의 역외보조금을 받은 경우 규제 요건에 
해당된다.27) 따라서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EU 집행위에 사전신
고를 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사전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 예비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기한을 1
회에 한해 10 영업일 연장할 수 있고, 해당 기
한 내에 심층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
다.28) 그러나, 제출된 서류가 불완전하다고 의
심되거나 EU 집행위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경우, EU 집행위는 심층조사 개시 결정을 내
리지 않고, 새롭게 입수한 정보를 기반으로 새
로운 예비검토를 이행할 수 있다.29) 심층조사
의 경우, 110 영업일 이내 역외 보조금 수령 
여부 등을 검토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 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해 

22)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17-25

23)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23-24.

24)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14-15

25)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25

26)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26-32

27)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27

28)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29(2)

29)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Art. 2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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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조사 기간을 20 영업일 연장할 수 있다.30) 
예비 및 심층조사 기한 동안 계약체결을 제외
한 모든 공공조달 절차는 이행될 수 있으며, 공
공조달의 경우에도 미신고를 포함한 불완전한 
정보 제공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31)

(3) 기타

상기 두 유형의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수준의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입찰이 있거
나, 기타 역외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
되는 모든 경우에 관하여도 EU 집행위의 조사
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3년간 4
백만 유로 미만의 보조금은 경쟁 왜곡 가능성
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32) ① 부실 사업에 부
여된 보조금(구조조정 계획, 자구노력 없는 유
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 ② 무제한적 채
무 보증(OECD 협정에 위반되는 수출 금융 조
치 포함), ③ 기업결합 직접 지원 보조금, ④ 공
공조달에서 부당한 저가 입찰을 가능하게 하
는 보조금은 3년간 4백만 유로 미만이라 하더
라도 경쟁왜곡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여 역
외보조금 직권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33) 앞
서 언급한 것처럼 집행위는 역외보조금이 존
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권으로 정
보를 요청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34)

2. 그간의 경과 및 향후 예상 법안 처리 일정

2020. 6. 17. EU 집행위의 백서 발표 이
후 약 2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제화가 추진되었다.35)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2021. 5. 5. EU 집행위는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에 관한 규정 입
법안’을36) 영향평가 보고서와37) 함께 발표하였
고 이후, 동 법안은 EU 의회 내 국제통상위원
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이
하 “INTA”)의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정교화 되
었다. 일례로, 경쟁왜곡 보조금 하한선을 기존
의 500만 유로에서 400만 유로로 축소하거나, 
역외보조금을 제공하는 제3국이 정부의 부당
한 시장개입 또는 불공정 경쟁을 통제할 수 있
는 보조금 심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등 규정안에 대한 조항 
수정 및 추가가 이루어졌으며, EU 집행위가 
개별 기업들로 하여금 역외보조금 여부를 평
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행하도록 하는 근거
를 추가하는 등 규제 도입에 앞서 세부적인 수
정이 이어져 왔다.

지난 2022. 5월 EU 의회에서 진행된 수정안 
투표에 따르면, 찬성 627표, 반대 8표, 기권 11

30)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Art. 29(4)

31)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31-32

32)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3(2)

33)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4(1)

34)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35; EU 집행위는 10년 이내 수령한 역외보조금 중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수령한 역외보조금까지 직권 조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35)    전반적인 진행 타임라인은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international/foreign-subsidies_en 참조. 

36)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2021. 5. 5. COM(2021) 223 final, 2021/0114 (COD).

37)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2021. 5. 5. SWD(2021) 99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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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EU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 내 유형별 조치

유형 1 
M&A

유형 2 
공공조달

유형 3
기타

범위 -    역외보조금이  
EU기업의 인수, 합병 
또는  합작투자를 
촉진할 때 발생하는 
시장왜곡

-    사업자가 관련 재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

-    신고 요건 미만의   
(1)기업결합, 
(2)공공조달

-    기타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

요건 -    피인수기업 또는   
기업결합 당사기업 중 
일방의 EU 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    제3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규모 
최근 3년간 5천만 유로 
이상

-    공공조달 가액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

-    최근 3년간 400만 유로 이상 
보조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    3년간 4백만 유로 
미만의 보조금은 경쟁 
왜곡 가능성 낮음

-    단, 다음 유형의 
보조금은 경쟁왜곡 
효과가 큼

①    구조조정 계획, 
자구노력 없는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

②    무제한적 채무 보증
③    기업결합 직접 지원 

보조금
④    공공조달에서 부당한 

저가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

신고 -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신고

-    심사기간 동안 기업결합 
이행이 금지되며, 
예비조사(25 영업일) 후   
경쟁왜곡이 의심될 경우 
심층조사(90영업일)

-    미신고, 심사기간 
중 기업결합 이행, 
금지결정 불이행 시 
과징금

-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신고

-    심사기간 동안 계약체결 
금지(그 외 이행 절차는 가능)

-    예비조사(20영업일+10 
영업일) 후 필요 시 
심층조사(110 영업일+20 
영업일)

-    미신고시 과징금

-    직권조사: 예비조사 후 
경쟁왜곡이 의심되면 
심층조사

시정
조치

-    행동조치: 시장참여 
감축, 특정 시장 활동 
금지 등

-    구조적 조치: 인수합병 
금지   또는 철회

-    조건부 계약; 또는

-    시정방안이 불충분한 경우,   
계약체결 금지

-    피조사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거나, 
집행위가 제재 
부과(보조금 반환, 
투자제한, 자산매각 등)

자료: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Provisional Agreement)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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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EU 의회는 EU 집행위가 역외보조금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채택된 수정
안을 바탕으로 2022. 5. 5.부터 최종 규제 형
태에 대해 EU 이사회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22. 6. 30. 이사회와 합의에 도달하였다. 합
의된 동 규정은 이후 공식 입법 절차에서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2022. 10월 중 EU 
의회 본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동 법안이 이사회와 의회에서 공식 채택 되
는 경우, EU 관보에 게재된 이후 2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발효 6개월 후 EU 전역에 직접 적
용될 예정이다.  

3.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 분석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은 기존의 WTO 규
범 또는 EU 역내 규범이 역외보조금을 직접
적으로 규제하지 못 하는 규제 공백의 한계에
서 비롯된 것으로서, EU가 일방적으로 역내 
규정에 근거하여 취하는 조치의 근거가 될 것
이다. EU 집행위는 동 법안에도 불구하고 EU
의 국제의무에 위반되는 조치는 시행하지 않
을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으나, 실제 국제
무역협정상의 보조금 관련 의무와 EU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
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8) 

현 시점에서 EU의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은 
WTO 보조금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과 서비스무
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하 “GATS”)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우려가 있다. 

먼저 WTO 보조금협정 상 규제할 수 있는 
보조금은 관할 대상 ‘상품’에 대한 ‘역내보조
금’으로, 정부(영토 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수혜자에게 혜택을 부여
하고, 특정성을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된다.39)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정의 규정(제
1.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회원국의 영토 내
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국가의 위치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조금 공여국 영토 외
에 위치한 국가에 대해 재정적 기여가 제공되
는 경우도 제1.1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제2.1조의 ‘공여당국의 관할 
내에 있는’ 경우도 물리적인 영토의 개념을 뜻
하는 것이 아닌 관할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적에 기초한 관할권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40) 무엇보다, WTO 보조금
협정은 “1994년도 GATT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하고는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
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한바,41) 회원
국은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대해 협정에 따
른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법안 시행 이

38)    이천기·강민지·김민주,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환율보조금”,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1-05(2021), pp. 27-75.

39)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 1

40)    이천기 외, 전게 보고서, pp. 27-75; 역외로 유입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Panel Report, Brazil - Aircraft (DS46) 사건 참조. 해당 
사건에서 브라질은 자국 정부의 추출금융제도(PROEX Financing)를 통해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의 항공기를 구매하려는 해외에 
위치한 항공기 구매업체에 자금을 브라질 상업은행이 설정한 이자율을 브라질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통해 지불하여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도록 한 사례로, ‘자금의 직접 이전’으로서 보조금의 정의에 충족되어 수출보조금으로서 WTO 보조금협정 제3조 위반이라고 
판시된 사례임.

41)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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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WTO 분쟁해결기구의 구체적인 판시가 있
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동 법안은 역외보조금 시정조치의 채택여부를 
당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법안 그 자체
가(as such)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채
택된 시정조치가(as applied) WTO 협정에 위
배되는지 여부는 법안 시행 이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EU의 역외보조금 규제는 현행 규
범 체제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측면에서
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일례로, GATS 협정
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
치’에 대해서 적용되며,42)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의무를 명시하였다.43) 동 규정 제2.1조에서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동종의 서비스 및 서
비스 공급자 간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것(즉 최혜
국대우)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국
가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해당 국
가 중앙정부의 역외보조금 수혜 혜택을 이유
로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
우, 동종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경
쟁조건을 부정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7.1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서비스 공
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
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다른 회원국
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해서
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즉 내국민대우). 
여기서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기존의 EU 내 

기업간의 결합에는 요구되지 않는 추가 규제
에 해당하므로 사실상(de facto)의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EU의 입장
에서는 해당 협정의 제14.3조(일반적 예외)에 
따라 역외보조금 규제가 다른 회원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EU의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은 당초 중국의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이기는 하나, 
EU 역내 시장에 왜곡을 발생시키는 모든 보조
금이 규율 대상인 만큼, 적용 대상이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EU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 
특히 EU 내에서 기업결합을 계획하거나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경우, 향후 
역외보조금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즉 우
리 정부기관 및 국책은행으로부터의 보조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여) 수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를 위해서 향후 EU 집행위가 발간할 
역외보조금 평가 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신고 대상 여부 및 심사 진행 절차에 대
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사전에 집행위가 요구
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증빙 서류를 확보하
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42)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rt. 1; 여기서 회원국의 조치(measure)는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의미함.

43)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rt. 2.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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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U 통상위협대응조치

1. 주요 내용

1) 발의 배경

2021. 12. 8. EU 집행위는 제3국이 EU 또
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경
우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
거로서 ACI 규정 초안을 발표하였다.44) 동 제
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對)EU 경
제적 압력(economic coercion) 문제에 대한 
EU 차원 대응의 일환으로, EU 및 EU 회원국
의 이익과 주권적 선택(sovereign choices) 보
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45) 

특히, ACI는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원
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제3국의 경제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안으
로 제시되었다. 일례로 2019. 7. 프랑스가 디
지털세를 채택하자 미국 정부는 프랑스산 63
개 품목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
고한 바 있고,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고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였다.46) 인도네시아의 경
우 2019년 EU가 열대우림 훼손을 이유로 바
이오디젤 원료에서 팜오일 퇴출 정책을 도입
하자 유럽산 유제품 및 증류 수입을 금지하겠
다고 경고하였으며, 중국은 EU가 신장 위구르

족 인권 문제로 제재하자 독일 자동차, 프랑스 
와인 등 EU 역내 주요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을 언급하며 등을 압박한 바 있다.4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EU는 외국의 경제
적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법적 근
거가 미비한 상태고, 2019. 12. 11.을 기점으
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됨에 
따라 WTO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구속력이 약
화되자, 특정 제도 없이 외교 수단에만 의존해
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제3국의 경제
적 압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무엇보다 EU가 제3국의 경제적 압력에 순응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제파트너들에
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48)

앞서 살펴 본 역외보조금 규제와 마찬가지로 
ACI 역시 명시적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는 않으며 EU를 대상으로 경제적 압력 조
치를 취하는 모든 제3국에 적용될 수 있어, 우
리 기업 또는 정부 또한 간접적인 영향에 노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동 규정에 따른 
조치의 요건 및 제재 분야 등을 상세하게 살펴
보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2) Coercion의 정의

ACI 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압력
(economic coercion)'이란 “① 제3국이 EU

44)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45)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Report,” European Commission 
SWD(2021) 371 final, 2021, pp. 12-14.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december/tradoc_159963.pdf 
참조.)

46)    김도연, “EU, 역외국 통상위협 대응 규정안 마련,”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47)    Ibid.

48)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Commission proposal for an Anti-Coercion Instrument,” European 
Commission Press Corn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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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적
용하거나 적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② EU 
및 회원국의 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다.49) EU는 이러한 경제적 압력이 
EU와 회원국들의 합법적인 정책 결정을 부당
하게 방해하며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시
킨다고 보고,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원국
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역외국 정부를 억
제하기 위해 무역, 투자 또는 기타 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50) 

제3국의 행위가 경제적 압력의 조건을 충족
시키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되며, ① EU의 
정책 또는 사업의 수행에 있어 차별적인 수입 
관세 부과 조치, ② 사업 수행에 필요한 승인의 
의도적인 지역 또는 거부, ③ 특정 EU회원국의 
상품에 대한 차별적 식품 안전 검사, ④ 그 외 
특정 EU회원국 상품에 대한 국가주도의 불매
운동(boycott) 등의 비관세조치 등도 경제적 
‘압력’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상당히 포
괄적이다.

3) 대응 가능한 조치의 요건 및 제재 분야

ACI는 EU가 취할 조치를 2단계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EU 집행위
가 제3국의 경제적 압력을 분석하여, 그 압력
의 유무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후, 경제적 압력
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제3국과 협의한다. 제3국
과의 협의를 통한 경제적 압력이 중단되지 않

을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 EU 자체의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압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
토할 때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① 제3국 조치의 강도, 심
각성, 빈도, 지속기간, 범위 및 규모와 그로 인
해 발생하는 압력의 정도; ② 제3국이 EU 또는 
EU회원국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패
턴(pattern of interference)이 존재하는지 여
부; ③ EU 또는 EU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정도; ④ 제3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우려(legitimate concern)에 근거하였는지 여
부; ⑤ 제3국이 압력 조치를 시행하기 이전에 
양자 간 또는 국제포럼에서 국제협력 또는 조
정을 통해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는지 여부가 이에 포함된다.51) 

경제적 압력에 대한 EU의 대응 가능한 조치
(Anti-coercion)의 요건은 상당히 포괄적인
데, ① EU가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에 대
하여 그 제3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EU 또는 
회원국에 가한 경제적 압력 중단과 손해 배상
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특정 EU 및 EU 회원국
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
우, ③ EU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도입될 
수 있다.52) 

제재 분야는 상품,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지
식재산권53) 및 외국인직접투자 분야까지 포괄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품의 경우 관세부
과조치 및 비관세조치(쿼터, 수출입제한 등)

49)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European Commission COM(2021) 775 final, 2021.  Art. 2(1)

50)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Commission proposal for an Anti-Coercion Instrument,” 2021.

51)    ACI Proposal Art. 2(2)

52)    ACI Proposal Art. 7

53)    한편, 지식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과 관련하여, "nationals"라는 용어는 WTO 지식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제1조 
제3항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ANNEX II 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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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금융서비스, 공
공조달 입찰, EU의 화학물질 등록제도 및 위
생검역 규정의 등록 및 허가, EU 펀딩(연구개
발)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포함
될 수 있다.54) 특히, EU가 최근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기후변화, 조세(taxation) 또는 
식품안전(food safety) 분야에 위협을 가할 경
우 대응조치를 부과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55) 
EU의 신통상정책을 겨냥하는 경제적 압력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ACI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EU를 대상으로 경제적 압력 
조치를 취하는 모든 제3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치의 잠재적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
계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 도입 추이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교역
대상국을 포함하여 관련 특정 단체 또는 개인
도 제재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기
업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ACI 조치 조사 및 제재 부과 절차

EU 집행위가 조사를 통해 위협이 존재한다

고 판단되면,56) 먼저 상대국과의 직접 협상, 조
정, 국제중재 등의 형태로 원만한 합의를 모색
한다.57) 이때, EU 집행위는 국제기구 및 국제
포럼에서 동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유사한 경
제적 위협의 피해를 받고 있는 다른 국가와 협
력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지속되는 경우 
EU 집행위는 해당 국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58) 다만, 역외국으로부
터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시행하
는 것이 아니라, 조사, 협상, 경고, 실행 등 일
련의 과정을 거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
의 수단으로 EU 자체의 대응 조치를 법률로 
채택하여 시행하며, 원칙적으로 EU 집행위는 
대응조치를 법률로 채택하기 전에 가중다수결
(qualified majority)로59) 회원국의 승인을 받
은 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경제적 위협
으로 인해 EU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승인을 받기 전에 대응조치를 즉시 
도입할 수 있고 최대 3개월간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60) 대응조치는 경제적 압력에 상응
하는 수준에서 정확한 대상과 기간을 설정하

54)    ANNEXES to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ANNEX I.

55)    European Commission, “EU strengthens protection against economic coercion,”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202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6642 참조.)

56)    ACI Proposal Art. 3-4

57)    ACI Proposal Art. 5-6

58)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Commission proposal for an Anti-Coercion Instrument,” 2021.

59)    회원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투표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표결방식으로 회원국 55%(15개국) 및 전체 인구의 65% 이상 찬성 시 
법안이 통과된다. 최세나, “유럽연합의 신통상정책 공정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 EU 깊이 있게 알기 시리즈(15), p. 6.

60)    한편, 독일 등 11개국과 EU 이사회 법률자문기구는 제3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통상 이외 EU의 외교 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며, 
따라서 제3국의 통상위협에 대한 보복조치 등 대응조치 발동 권한은 집행위가 아닌 EU 이사회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유럽의회 국제통상委, '통상위협 대응조치' 합의...이사회는 합의 난항”, (2022),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euCmercInfo/euCmercInfoDetail.do?pageIndex=1&
nIndex=1826448&no=1826439&classification=130001&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
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Keyword= 참조(2022. 9.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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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과되어야 한다.61)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위 산하 위
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재 방안을 채택하고, 시
행 데드라인을 설정한다. 전술하였듯이, 제3국
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대응 조
치가 채택될 수 있으며, 향후 추가 법률 개정
을 통해 대응 조치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후 
EU 집행위는 조치의 적용시점을 상대국에 통
보 후, 일정에 맞춰 제재를 시행한다. 한편, 제
재 부과 후 또는 제재 시행일 이전에 해당 국가
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EU의 제재조
치 또한 중단된다.62) EU 집행위는 규정에 대한 
이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제재조치를 개정
(amendment)63), 유예(suspension)64) 또는 종
료(termination)65) 할 수 있다. EU 제재조치를 
채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정, 유예 또는 종료 
전에 가중다수결을 통해 회원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66) 

2. 향후 예상 법안 처리 일정

2022. 4. 19. EU 의회 INTA 위원장 베른
트 랑게는 EU 의회 입장을 담은 ACI 검토보고
서 초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22. 9. 6. 
INTA는 ACI를 승인하기로 합의하였다.67) 반
면, 같은 날 진행된 EU 이사회의 법안 협의에
서는 조치 발동 권한 등에 대하여 독일 및 스
웨덴을 포함한 11개 회원국이68) 우려를 표명
하면서, 제3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통상 이외
의 외교 관계가 얽인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으
므로 보복조치 등 발동의 권한은 EU 집행위가 
아닌 EU 이사회가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즉 각 EU 회원국이 좀더 의사결정에 관
여하는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CI에 따른 조치가 WTO 규범과 합치되지 않
을 경우 다자간 규칙 질서가 훼손될 수 있으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주
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EU의 보복조치는 반드
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할 것이라
고 하면서 경제적 압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

61)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Commission proposal for an Anti-Coercion Instrument,” 2021. EU 
집행위는 EU의 대응조치를 채택할 때, 상기 제2조의 기준과 함께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 경제적 위협의 중단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 ② EU 경제주체에게 적합한지 여부, ③ EU 경제주체 및 기타 EU 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지 
여부, ④ 경제적 위협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에서 채택한 대응 조치, ⑤ 국제법 준수 여부

62)    김도연, (2021). 다만, 대응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항상 제3국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63)    상황의 추이와 제3국의 대응을 바탕으로 대응조치를 개정. 요컨대,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들이 일반적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한다면 이를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64)    ①제3국이 경제적 위협을 유예하고, ② 유예가 EU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제3국과 EU가 해당 문제를 구속력 있는 
국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제3국이 경제적 위협을 유예할 경우

65)    ① 경제적 위협이 중단된 경우, ② 상호 해결책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③ 구속력 있는 국제 분쟁해결 판정이 EU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④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6)    단,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회원국 승인 없이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효과는 최대 2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67)    INTA는 정파간 합의를 통해 집행위 법안을 승인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오는 10. 10. 표결 승인할 예정이며, 1주일 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022).

68)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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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이사회 법안 승인에 
난항이 예상된다.69) 다만 앞서 살펴 본 역외보
조금 규제 법안과 동일하게, ACI 역시 2022. 
10월 중 EU 의회 본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의 회의론에 비추어 볼 때, 
ACI 규정안이 현재 안 그대로 채택될지 여부
는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프랑스
의 경우 EU가 역외국으로부터 그 주권 또는 
이해관계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법안 도입
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70) 다수의 회원국이 법
안을 제3국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인
식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INTA 랑게 위
원장은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EU가 제3국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 가능한 수단을 갖
게 되었다며 역외국의 불공정 관행 저지에 대
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 만큼, 일부 회원국의 이
견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
결 방식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다.71)

3.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 분석

EU는 어떠한 형태로든 ACI를 EU 국내법과 
국제법에 적합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즉 ACI에 따른 대응조

치는 위협이 존재하며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
되는 해당 국가에 대해서만 도입될 것임이 강
조되어 왔으나,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CI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의 일반 원
칙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며, 대응 조치들
의 범위 또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EU가 취한 대응조치가 WTO 협정의 적
용 대상에 관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
성도 있다. 그러나, 만약 ACI에 따른 조치들이 
WTO 협정 적용 대상에 관한 조치인 경우, 이
를 WTO 분쟁해결협정인 DSU에서 정해진 절
차에 따르지 않고 EU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일
방적으로 개별적 대응 조치를 취한다면, 그러
한 개별적인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것
이며,72) 또한 그러한 일방적 개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원천이 되는 ACI 
규정 그 자체가(per se) WTO협정, 특히 DSU 
규정과 합치하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1)    DSU 제23조의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 관련 문제

DSU 제23조는 다자간 체제를 강화하기 위
해 의무위반이나 이익침해를 DSU 절차에 의
하지 않고 판정하여 개별적으로 보복하는 것

69)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022).

70)    Jakob Vela, Giorgio Leali & Stuart Lau, “France eyes quick anti-China action to bail out Lithuania in trade war,” Politico, 
(2022).

71)    Anthony Woolich & Eirini Roussou,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a New Anti-Coercion Regulation to Counter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HFW Briefing, (2021), p. 4.

72)    그러한 개별적 조치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WTO의 각 협정상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연히 1차적으로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 시점에서 ACI에 따른 모든 위반 조치의 유형을 예상하여 일일이 위반 여부를 논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ACI에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1) 규정 자체의 WTO협정 위반 여부, (2) 최혜국 대우 위반 문제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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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지하고 있다.73)

ACI는 일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
로, 동 규정 그 자체가 WTO협정 DSU 규정
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
음의 DSU 제23.2(a)조74) 4가지 요소에 대한 
위반 여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당해 
조치는 “그러한 상황(in such cases)” 즉, 회
원국이 대상협정상의 의무 위반 또는 대상 협
정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구제
책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취해지는 ② “결정
(determination)” 조치이어야 하며, ③ 이러한 
“결정”은 “협정상의 위반이 발생했다는 취지, 
협정상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는 
취지 또는 대상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었
다는 취지”이어야 한다. 아울러, ④ 이러한 “결
정”은 “DSU 규칙 및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절
차로의 의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DSB가 채택한 패널 또는 상소기구 보고
서에 포함된 평결 또는 DSB에 의해 부여된 중

재판정과 일치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한
다.

대표적인 일방적 무역제재 조치는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로75) 그 역시 WTO 규범에 위반
되는 법률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다. ACI 또한 미 통상법 제301조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 EC가 제소하여 논쟁
을 다투었던 US – Section 301-310 of the 
Trade Act 1974 분쟁의 쟁점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ACI 검토보고서 초안의 개정안 요약문
(recital) 제9항은 EU의 대응 조치는 사실
의 검토(examination), 경제적 압력의 결정
(determination) 및 제3국과의 해결 방안 논
의를 통해 취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6)모든 WTO회원국은 DSU 규정 제23.2(a)
조에 의거하여, WTO협정과 관련된 분쟁
의 경우, 일방당사국에 의한 협정 위반, 이익

73)    다만, 비회원국이나 분쟁 사안이 WTO 대상범위 외의 것은 제외된다.

74)    원문은 다음과 같다. DSU Article 23.2. In such cases, Members shall: (a) not make a determination to the effect that 
a violation has occurred, that benefits have been nullified or impaired or that the attainment of any objective of the 
covered agreements has been impeded, except through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and shall make any such determination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contained 
in the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 adopted by the DSB or an arbitration award rendered under this Understanding; 
(b) follow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rticle 21 to determine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the Member concerned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and (c) follow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rticle 22 to determine 
the level of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nd obtain DSB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those 
procedures before suspending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in response to the 
failure of the Member concerned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within that reasonable period of 
time.

75)    미 통상법 제301조는 미국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양허 정지 또는 철회, 관세나 기타 수입 제한 부과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 
통상법 301조: 무역협정에 의한 미국의 권리, 이익이 침해될 경우 USTR의 대응조치 규정; 302-303조 : 이러한 침해여부에 관한 
조사 개시; 304조 : USTR은 WTO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된 후 30일 또는 상기(302-303조) 조사가 개시된 후 18개월 중 빠른 날짜 
이전에 미국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 305조 : 306조에 의하여 결정된 조치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306조 : USTR은 WTO 분쟁에서 패소한 상대국에 의한 분쟁판정의 이행 여부를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된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 307-310조: 관련 부수규정.

76)    원문은 다음과 같다: Draft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Recital 9. [...] In particular, 
the Union’s response measures should be preceded by an examination of the facts, a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economic coercion, and, wherever possible, efforts to find a solution in cooperation with the third country concer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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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효화 또는 침해 등과 같은 취지의 결정
(determination)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ACI는 EU의 대응 조치가 결
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
문에 ACI 그 자체가, Argentina – Textiles 
and Apparel 사건의 패널도 언급하였듯이,77) 
WTO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ACI가 법 조항 자체에서 DSU 분쟁해
결절차의 개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DSU
의 규칙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특정 절차
를 따라야 한다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
치로서 해석될 경우에도 DSU 제23조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US – 
Section 301-310 of the Trade Act 1974 분
쟁에서 통상법 제304조는 DSU 절차의 완료 
전 WTO 의무 불일치의 결정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이 WTO 의무와 일치
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기 때
문에 동 법 조항 그 자체를 DSU 제23.2(a)조 
위반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패널은 해
당 법률 자체는 일응 제23조를 위반하고 있다
고 보았다.78)

그런데, 미국은 UR협상 결과를 시행하기 
위해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행
정조치성명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이하 “SAA”)에서 일부 약속의 이행 및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는데, 패널은 미국이 그 
중 하나로 “통상법 제301조에 의하여 미국권
리가 침해되었다는 결정은 DSB에서 채택되
는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에 기초를 둠”이라고 

명시한 점과 본 패널에 출석한 미국 대표가 제
301조에 의한 USTR의 결정은 패널 또는 상소
기구의 평결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SAA의 약
속을 재차 확인한 점을 근거로 들어 통상법 제
301조가 그 자체로 WTO협정에 위반되는 것
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79) 즉, 동 사건의 패
널은 무조건적으로 제301조가 WTO 협정과
의 일치성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301조 법
률 자체는 DSU 제23조에 위반되지만, 미국의 
패널 진술 및 SAA 공식 성명에 따른 약속에 근
거하여 그 위반 요소가 제거될 수 있다고 보았
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ACI 또한 EU
가 특정 ACI 조치가 WTO 패널 또는 상소기구
의 평결에 기초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절차를 준수할 경우에는 ACI
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WTO협정 위반임을 주
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는 실제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쉽게 예
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2) GATT 제I조(최혜국 대우) 위반

GATT 제I조에 의한 최혜국 대우 의무는 양
허 여부와 무관한 일종의 절대적인 일반적 의
무이다.80) ACI에 따라 EU가 특정 WTO 회원
국에 대하여 관세양허를 포함한 불리한 무역 
효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그러한 조
치가 상기와 같은 WTO 협의 관련 조항에 해
당되거나, DSU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보복조
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보복조치의 대

77)    Panel Report, Argentin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ootwear, textiles, apparel and other items, paras. 6.45-6.47..

78)    Panel Report, United States - Section 301-310 of the Trade Act of 1974, paras. 7.59-7.61.

79)    Ibid., paras. 7.109-7.114, 7.127-7.130, 7.131.

80)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외는 GATT 제XIX조와 WTO Safeguards 협정에 의한 일시적 조치, 제XX조(일반적 예외)와 
제XXI조(안보상의 예외), 그리고 제XXIV조에 의한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를 꼽을 수 있다. 



EU 신(新)통상규범 연구: 역외보조금 규제·통상위협대응조치를 중심으로 8988 통상법무정책 2022년 제2호 (통권 제4호)

법
무

상 국가인 WTO 회원국에 대하여 GATT 제I
조에 의한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의무를 위반하는 효과를 발생시
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ACI에 의한 보복 조치
가 발동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과 실행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최혜국 대우 의
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CI는 EU 및 EU회원국의 이익 및 주
권적 선택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상
대국의 최혜국 대우 위반 주장에 대하여 EU
가 GATT 제XXI조에 따른 안보예외 조치임
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Russia – Traffic in 
Transit 사건의 패널 판결에81) 따라 EU가 ACI
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조치가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별
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는 개별 조치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4.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현재 EU 의회에서 합의된 규정안은 경제적 
압력 조건을 사례별로 판단하여 최후의 수단
으로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하지만, EU를 대상으로 ‘EU가 판단하는’ 
경제적 압력 조치를 취한 모든 역외국에 동 법
안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제재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EU는 반덤
핑, 상계관세 등 역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마련해왔으나 경제적 
압력 관련 대응은 이번이 최초인바, 앞으로도 

역외국의 경제적 압력을 막기 위한 EU의 노
력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가 현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압력 조
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국간 협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분쟁
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82) 하지만, 
EU에 경제적 압력을 조치를 취한 국가와 거
래를 하는 경우 제3국 정부와 연관된 특정 개
인 및 단체에도 대응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만
큼 간접적인 영향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따
라서, 우리 기업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동 
법안 시행 이후 EU가 경제적 압력에 대한 대
응조치를 실제 어떻게 집행할지 여부를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EU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
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역외보조금 규제와 ACI의 발의 배경부터 
법안의 세부 내용, 향후 법안 처리 일정, 기존 
통상규범과의 합치성, 그리고 우리 기업에 미
칠 수 있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두루 살펴보았
다.

EU는 기존의 다자무역규범에서 규정해온 
전통적인 규정에 탈피하여, 기존의 다자규범
들 간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직접적인 시
도를 선포하였다. 역외보조금 규제 부문에서
는 제3국(특히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투자

81)    Panel Report,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DS512), paras. 7.134-7.135.

82)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 EU Trade Brief, (202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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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가 증가하나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
단이 미비한 점 등을 사유로, EU 역내시장에 
경쟁 왜곡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① 기업결합, 
② 공공조달, ③ 기타 역내시장의 경쟁 왜곡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
인 조치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ACI 부문에서
는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원국의 정책 변
화를 유도하려는 제3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
하기 위해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EU와 EU 회원국들의 이익과 주권을 보호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EU의 신통상규범들은 우리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좌시할 수만은 없다. 

WTO 다자체제의 약화 상황을 고려하면 향
후 EU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EU와 같

은 일방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특
히, 대(對)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
업들이 이러한 각국의 국내 제재로부터 자유
롭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각 규
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고 또는 
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조치가 취해질 경우를 대비하
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리스크에 노
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수정될 여
지가 있으므로, 최종 확정 전 또는 시행 이후 
집행위의 행보와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
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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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U’s 
New Trade Defense Tools: 
With a focus on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and 
anti-coercion instrument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has recently been experiencing various disorienting changes, such as 

the weakening of multilateralism, the rise of protectioning, and the spread of an unprecedented 

pandemic. These changes have caused a global supply chain crisis, which in turn is posing a threat 

to each country’s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As a countermeasure to protect its interests and 

security in this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roposed a new trade 

strategy, based on which it has proposed to, among other things, (1) impose certain foreign subsidies 

regulations, to prevent unfair trade practices and protect the local economy from offshore subsidies, 

and (2) adopt an anti-coercion instrument that would address any heavy-handed protective measures 

from other countries. Because neither measures target specific countries, Korean companies may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sanctions. With this backdrop, this paper will offer a commentary on these 

new trade defense tools from a policy perspective, by examining the key terms of the proposals 

and analyzing them from a trade-law perspective, and by discussing how Korean companies should 

respond to the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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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aspect of the Value 
- oriented Trade Regime from 
the Multilateral Perspective 
and Policy Responses - 
With respect to the 
CBAM and IRA

The crisis of the multilateral system has been raised for a long time. In particular,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are increasing such as the US-China dispute and 

reorganization of supply chains. 

Unfortunately, the restoration of the 1995 WTO system based on multilateralism is not likely to 

happen in a foreseeable future. Economic powerhouses such as the U.S. and China are not hesitant 

to use trade policies as a tool to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Against the backdrop of increasing 

uncertainty, non-market val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have begun to be merged 

with international trade. A new type of trade regime centered on countries or regions is being formed. 

Two concrete measures embodied with the value-oriented trade policies are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CBAM) and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IRA). Although it is a bit far-fetched 

to compare both on the equal footing due to their structural difference, both ultimately have a common 

point i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value-oriented trade regime. The advocates of both CBAM and 

IRA put forth the protection of universal values   such as the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as a means to justify their deviation from multilateral protocols. Nevertheless, both run the risk of being 

exploited as a tool for their national interest. Since both can be abused as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prohibited under the multilateralism, it is very important to accurately diagnose their 

potential ramifications. 

This paper will review the policy and legal issues of both measures and examine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WTO rules from a multilateral perspective. Based on the analysis, policy proposal for bo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will also be reviewed.

Keywords :    Value-oriented trade regime, Multilateralism, GATT/WTO, CBAM, IRA, Protectionism, 

Distortion of competi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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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the rise of value-
oriented trade policy

By conventional definition, it has been 
taken for granted that environment is 
a non-economic and was a secondary 
factor in the realm of the global trade. 
However, non-market values   are taking 
center stage of trade policies especially 
led by economic powerhouse like the U.S, 
and EU. Regardless of its ambiguity, the 
value-oriented trade policy is also taking 
the shape of a new type of protectionism.

The EU, which has been renowned for 
its devotion in environmental regimes 
to cut emission for a long time, is set to 
launch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CBAM effective January 1 next year. 

The Biden administration, which 
has long advocated worker friendly 
stance, announced that it would link 
environmental and labor issues to trade, 
and intends to deliver this through the 
enactment of IRA. As non-market values   
are making inroads into the realm of 
global trade, Korea’s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y faces new challenges. 

Therefore, it’s worth reviewing the legal 
aspect of value-oriented trade policies by 
selectively focusing 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hereafter, CBAM) 
and Inflation Reduction Act(hereafter, 
IRA) respectively.

II.    M u l t i l a t e r a l i s m ,  a n d 
competition condition

M a r k e t  m u l t i l a t e r a l i s m  i s 
philosophically predicated on human 
nature. Each individual has different 
resources, and has managed to achieve 
development through mutual interaction 
on the market. The beauty of market 
multilateralism lies in here. Interaction 
on the market, albeit motivated by self-
interest, cultivate different components 
of scattered resources into the driving 
force of growth. Free market, materialized 
on multilateralism, is a brainchild in 
that it has been encouraging individuals 
to engage in, and contribute to value 
creation for the sake of society. In 
present days, multilateralism has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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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aligned with global trade system. 
Multilateralism has paved the way 
for the idea of reciprocity between 
nations as it gave birth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ereafter, WTO), 
a multilateral body handling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Nevertheless, 
unhampered market runs the risk 
of failures such as environmental 
externalities, or radical polarization. The 
voice calling for complementary fine-
tuning of market began to be heard. The 
advent of value-oriented trade policy 
could be understood in that regard. 
The identity of value-oriented trade 
agenda remains somewhat ambiguous 
as it takes different shapes. To illustrate, 
combination of trade and environment, 
labor, human rights all seem to have 
a relevance. However, value-driven 
measures may turn into a type of 
disguised restrictions on free trade. The 
CBAM and IRA are two symbolic value-
oriented regimes that blatantly run the 
risk of erecting trade barriers.1) The 
concern stems from a possible distortion 
of competition conditions, and explains 
why Korea needs to take both measures 

into consideration given its overly export-
centered economy.2) This is especially 
true as Korean economy is set to navigate 
through the digital transition where the 
process of incubating trade-conducive 
setting holds the key. 

III.    Brief Background of CBAM 
and IRA

 CBAM, rectifying asymmetrical climate 
policies

- On June 22, 2022, the European 
Union(hereafter, EU) Parliament finalized 
the approval of the amendment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hereafter, EU-
ETS), and CBAM. Both are expected to 
play a critical role in setting the legal 
framework in implementing the ‘Fit-
for-55’ package3) under the European 
green deal. Accordingly, the EU is set 
to cut down the volume of carbon 
emissions by 55% by 2030.4) CBAM is 
a comprehensive scheme to prevent 
carbon leakage and at the same time 
to set the stage for concrete efforts to 

1)    Such as eco-friendliness, clean energy, stabilization of living standards through inflation control, and alleviation of 
global polarization

2)    Korea's trade dependence, which is the sum of exports and imports divided by gross domestic product, is more 
than three times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more than twice that of Japan.

3)    EU’s stated goal to cut down net-greenhouse gas emissions by at least 55% by 2030

4)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mplications for climate and competitiveness, Authors: Jana Titievskaia and 
Henrique Morgado Simões with Alina Dobreva Members' Research Service PE 698.889 - Jul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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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960만톤 예상(환경부 보도자료, 2022-06-28)

6)    Climate Change: A Tragedy of the Commons? By Pedro Schwartz, The Library of Economics and Liberty

7)    Trail smelter case (USA, Canada).

8)    in case there is a prepaid price from the country of origin, the same amount will be deducted in conjunction with 
the free allocation of ET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21PC0564&r
id=9)

mitigate climate change. However, the 
risk of veiled trade barriers lurks beneath 
the surface. As a history of trade dispute 
shows, environmental measures could 
stokes up controversy, and in the same 
vein, CBAM is not an exception.5)

- To understand the overall picture of 
the CBAM, one should get familiarized 
with the concept of “carbon leakage”. 
Although climate change is a global 
problem that needs a global solution, each 
country has its own regulatory means 
to greenhouse gases, and missteps have 
been unavoidably made in coordinating 
policies. Even if carbon emission is 
reduced on a particular region, it would 
be fruitless if the same amount of 
greenhouse gas increases on the other 
side. The concept of carbon leakage 
refers to emissions being displaced 
than reduced as a consequence of 
regulatory discrepancy between regions.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carbon emission is akin to the tragedy of 
the commons.6) Due to the transboundary 
nature of industrial pollution,7) every 
country agrees it’s in their common 
interest to cut down the amount of 
emission, but simultaneously, each 

country operate production facilities to 
boost economic growth, discharging tones 
of emission equivalent to the volume of 
carbon leakage. Thus, carbon leakage is 
an embodiment of collective irrationality 
emerging from the individual rationality 
that its self-regulatory mechanism 
failed to address.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ism, emission outsourcing 
seems perfectly rational. However, from 
the global(collective) viewpoint, such off-
shoring strategies to exploit regulatory 
loophole could wreak havoc on the 
sustainability of EU’s emissions-reduction 
endeavors. Producers, and firms involved 
in carbon emission discharging, would 
feel tempted to take advantage of the gap 
between the EU and non-EU countries as 
the latter tend to have a loose regulations, 
and even producers inside the EU could 
have a motivation to relocate their 
carbon fuming facilities outside the EU. 
Hence, entered the CBAM to fix the 
carbon leakage problems. It was designed 
to mandate importers to purchase 
certificate in alignment with the EU-ETS.8) 
Theoretically, the CBAM is to be applied 
with an intent to correct problems 
of market failure(carbon leakag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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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izing external cost(environmental 
damage due to carbon leakage). Thus, 
it is expected to give rise to a significant 
impact on many Korean producers 
as they are heavily involved in carbon 
emission across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9) 

IRA, the manifestation of unilateralism 

- If the CBAM is to build a new trade 
regime based on the environmental 
agenda, the IRA has come to stage 
tinted with a political motivation. It also 
contains an eco-friendly clause as one 
of its pillars, but is ultimately close to the 
U.S. domestic measure characterized by 
a huge amount of fiscal spending.10) The 
IRA officially aims at curbing inflation as 
its name suggests(Inflation Reduction), 
but in reality, is somewhat paradoxical 
as it could escalate inflation through an 
extensive scale of fiscal expenditure. 
Its birth dates back to the 2020 U.S. 
presidential race. At the time, Joe Biden, 
then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announced an ambitious policy titled 

“Build Back Better(hereafter, BBB)” to 
revive the sagging U.S.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OVID-19 pandemic. 
The core idea of the BBB wa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revival of the U.S. 
manufacturing sector, and job creation, 
promotion of workers' rights.11) From the 
start, the policymakers, and drafters of 
IRA were presumed to have no inkling 
of in reviving faltering multilateralism. 
Naturally, the value-oriented aspect 
under the BBB was designed to roll out, 
albeit unwittingly, the formation of 
trade barriers so as to step up the state-
sponsored job creation or agendas in 
line with democratic-party-aligned 
voters. In particular, Biden did not hide 
his intention to revoke tax-credits or 
subsidies if firms or corporations act 
in accordance with market efficiency 
such as operating offshore production 
facilities.12) The IRA is interwoven with 
strong political motivation and unlike 
CBAM,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legal framework, it has a hybrid nature of 
legislation and fiscal initiative. 

9)    According to Article 46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10.1),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nsa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12.5) was enacted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15. Workplaces with high greenhouse gas reduction capacity can reduce more and sell excess cuts among 
government-allocated emissions to the market, and workplaces with low reduction capacity can buy emissions 
rights instead of direct cuts, which can reduce costs.

10)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public-and-social-sector/our-insights/the-inflation-reduction-act-
heres-whats-in-it

11)    https://www.whitehouse.gov/build-back-better/

12)    THE U.S. HAS ADDED MANUFACTURING JOBS ACROSS THE COUNTRY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https://www.jec.senate.gov/public/index.cfm/democrats/issue-briefs?id=B4CBB163-
3B49-4A0B-AAF4-60C97A3DA5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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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evance in comparison between 
CBAM, and IRA

 - Both CBAM and IRA differ in their 
characteristics to the extent that it is a bit 
far-fetched to draw a comparison in terms 
of relevance. However, both measures 
constitutes a disguised protectionism, 
and are categorically made out of value-
oriented trade endeavors. Thu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making, it is 
meaningful to analyze both in a manner 
of responding to the new global trade 
environment.

IV.    Legal Aspect of CBAM, and 
IRA 

 Non-discrimination in competition; the 
legal basis  

-  T h e  k e y  e n f o r c e m e n t  o f 
multilateralism in the context of global 
trade is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All 
relevant players of international trade, 
regardless of their idiosyncrasy, should 
be given an equal footing to tap into 
their capabilities in pursuant of market 
principle. With the introduction of 
GATT/WTO regime, the legal platform 
for mutually beneficial exchange was 
incorporated. It is bolstered by two 
basic legal axioms; 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MFN) and ‘National 

Treatment’(NT). The MFN Treatment 
states that member countries of the 
WTO should not discriminate exporting 
countries, i.e. no discrimination between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means 
that equal treatment must be accorded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goods, 
once they are turned out to be “like-
product” under GATT/WTO. As countries 
join forces to create a binding norms 
of multilateral trade, both principles 
came to stand out for the essential 
philosophy compatible with unfettered 
market where every participant is given 
a fair opportunity to realize its potential.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lateralism, 
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 has been 
made possible under free and open 
market where intervention is minimized. 

- By the same token, if trade barrier 
such as tariffs are lowered for one 
country, it should be lowered equally 
for others involved in trade, and should 
be treated the same as domestic 
one. By eliminating the elements of 
'discrimination', the possibility of state-
sponsored ‘unfair trade measure’ could 
be banished. However, as the uncertainty 
looms large over trade environment, 
states are not hesitant to adopt politically 
motivated policies, and with the rise 
of value-oriented trade scheme; most 
figuratively represented by the CBAM 
and IRA respectively, the fabric of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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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ing field is on the verge of breaking 
down. Most of all, it’s worth noting 
how value –associated trade measures 
could lead the multiliateralism into a 
quagmire of competition condition, and 
opportunities.

legal issues surrounding CBAM

- The objective of CBAM is to address 
“carbon leakage”. In other words, there 
should be no difference in bearing burden 
due to discrepancy of environmental 
regulation. Levying financial obligations 
on imported products on a par with 
the EU ETS scheme i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BAM. There has risen 
concern over the CBAM’s conformity 
with WTO rules. A possible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NT) of GATT Article III 
and Most Favored Nation(MFN) of GATT 
Article I stand out as CBAM’s requirement 
for importers to purchase certificate in 
aligned with the EU-ETS bears a close 
resemblance with tariffs or taxes, which 
runs the risk of trade barrier.13)As stated 

above, CBAM is structured measures to 
impose financial burden in proportion 
to carbon emission generated during the 
production. Imposition of a carbon price 
on a selection of imported products is 
supposed to be made when the targeted 
products are crossing the EU border.14) 
Therefore, the CBAM is a border measure, 
and constitutes a mandatory obligation 
in the form of tariff or internal taxes. 
Some might counter this, asserting that 
the obligation imposed at the border is 
simply to ask importers to hold certificate, 
but still it should be viewed as a financial 
measure equivalent to taxes or tariffs, 
considering that certificate15) is tradable 
on the market and legal penalty will follow 
in case of failing to purchase certificate. 
Being tradable means that it is acceptable 
as a medium of exchange within certain 
boundary of market, and penalty, such as 
imposition of fine on nonperformance of 
an CBAM obligation, or default means it 
is a compulsory exercise of power by the 
competent authority.16)

13)    https://www.berkeleyjournalofinternationallaw.com/post/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using-
trade-to-achieve-climate-goals

14)    https://www2.deloitte.com/nl/nl/pages/tax/articles/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cbam.html

15)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Questions and Answers Brussels, 14 July 2021 European Commission

16)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Questions and Answers Brussels, 14 July 2021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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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and Most Favored Nation(MFN) 
Treatment

 - The CBAM c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MFN Treatment in that products 
from countries with high carbon 
emissions are subject to a heavier 
obligation than countries with lower 
emissions. The MFN Treatment states that 
any advantage granted to the imported 
products of one WTO member should 
be equally applied to goods from all 
other members of WTO without any 
condition. The legal discussion of CBAM’s 
compliance with the MFN Treatment 
should be sector specific for the sake of 
clarity. One of the most affected sectors 
in most countries are steel industry as it 
accounts for a wide range of products, 
ranging from crude steel (4digit HS 7204-
05), and semi-finished products including 
intermediate castings such as blooms, 
billets, slabs, and ingots (HS 7206-07), 
and to final products covering flat, long 
products, and alloyed steels(HS  7208-
29). These products are major players in 
heavy infrastructure industries such as 
construction, and automobiles.17)

- Since EU's MFN concession on 
this line of products(2digit HS 72) 
mostly converges to 0% (tariff-free), 

CBAM pricing might be viewed as a 
reintroduction of tariffs on steel sector 
from exporters’ perspective.18)

- Usually, trade measures taken by 
authorities are implemen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per 
se, thus even if the production method 
is different, it is regarded as the like 
product so long as there is no difference 
in its characteristics.19) However, in 
terms of environmental issues, the 
production methodologies are relevant 
as carbon emission occurs in the course 
of manufacturing process. CBAM’s legal 
nature to impose financial burden is 
focused upon the flow of production 
process as the amount of carbon 
emission differ depending on the specific 
formula actually used. As CBAM counts 
the volume of carbon elements associated 
with the targeted items regardless of 
final characteristics of products in 
question, it should be classified as 
the Non-Product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NPR PPMs). 
The MFN treatment of GATT Article I 
stipulates the uncompromising obligation 
to grant equal treatment “unconditionally” 
to like goods regardless of production 
process. However, CBAM inevitably puts 
goods imported from a specific group 

1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1PC0564

1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1PC0564

19)    European Union Law Working Papers http://law.stanford.edu - EU-Law-WP-63-Sai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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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ntries(high carbon emitters) at 
disadvantageous positions compared to 
the like products imported from other 
group of countries(low carbon emitters). 
Apart from the termination of free 
allocation of ETS20), charging financial 
burden on exporters by mandating them 
to purchase carbon certificate leaves 
room for legal controversy. First of all, 
the trading partners of the EU have their 
own environmental policies. While some 
countries like Korea, have adopted an 
emissions trading system similar to the 
EU ETS, the others may have no policy or 
may adopt a non pricing systems. When 
applying CBAM to the imported goods 
that have been through the regulatory 
activities in their country of origin, the 
EU is likely to end up using discriminatory 
measures by selectively levying financial 
burden according to the CBAM. 

 CBAM and National Treatment(NT) 

- National Treatment articulates that, 
in relation to internal taxes or regulations 
applicable to imported products,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accorded to domestic products of the 
same kind shall be granted. Since both 
CBAM(measure applicable to imported 
goods), and ETS(measure applicable to 

domestic goods) are intrinsically identical 
in their substantial nature(CBAM was 
initially designed after the EU ETS, and is 
charged in the form of a variable tax rate 
reflecting ETS price), CBAM's consistency 
with the NT should be evaluated in 
comparison with the ETS. 

- In order for a separate measure 
(CBAM) to be legally justified, the 
economic burden should not exceed the 
level corresponding to the burden applied 
to domestic counterparts (application 
of the EU ETS). The CBAM price should 
stay above a certain level to set carbon 
leakage under control, but at the same 
time, financial burden derived from 
it should at least be equal to the price 
paid by European counterparts under 
the EU-ETS. The WTO compatibility test 
is quite illustrative as CBAM demands 
exporters to purchase a set of certificate 
(emission permits) from a pool similar 
but independent from the EU ETS at 
prices mirroring ETS prices. However, 
the ETS price may vary, meaning that 
the actual price paid by importers at a 
certain point could be higher than those 
paid by domestic counterparts. Importers, 
upon knowing the incongruity with the 
NT, may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to repurchase or cancellation of CBAM 
certificates based upon the Commission 

20)    European Union Law Working Papers http://law.stanford.edu - EU-Law-WP-63-Sai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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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ies21) but that does not guarantee 
the autonomous rectification in line with 
the WTO.

- The compatibility of NT may also 
come about against the backdrop of 
global value chain(hereafter, GVC). Even 
before the Covid-19 pandemic, the 
structure of GVC has been undergoing 
complex evolutionary phases. Factors like 
incremental use of advanced technology 
has radically expedited the division of 
value adding processes at international 
scale. With explosive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 GVC takes a different 
shape in operation, and some started to 
level accusation, blaming GVC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worsening 
climate change. The drafters of CBAM 
set up a number of provisions to address 
advers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GVC operation as importers are 
bound to submit data regarding carbon 
emissions from GVC operations. To act 
in compliance with the CBAM, importers 
should check the entire production 
activities. For example, data such as liters 
of fuel, gases emitted in transportation, 
or emissions from combustion engines, 
should all be collected, and subsequently 
transposition for numerical calculus 
should follow. Collecting those data 

itself is a daunting task, especially for 
multinational firms with thousands 
of suppliers along the GVC. The EU 
commission seems confident in that 
they have created a comprehensive 
guide to help exporters engage in 
precise measurement of emission22).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if such 
methodology truly reflect the amount of 
carbon emission across complex value 
chains, and to be in harmony with NT 
under WTO. According to the Chapter 
II of CBAM, authorized declarants 
should submit no later than May 31 of 
every year, the volume, content of the 
declaration(products to be imported), the 
calculation of emissions contained during 
the previous year and the verification of 
the calculus methodology by a certified 
verifier.23) Unfortunately, such passing-
the-buck policy appears to force 
importers to deal with data collection 
and follow-up submission. It constitutes 
an extra array of burden in that it is 
applied as a condition for entering 
the EU market, and may be highly 
inconsistent with the NT.24) The (possibly) 
disguised discriminat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CBAM may undermine 
fairness in competition especially through 
incompatibility with NT. 

21)    https://www.ashurst.com/en/news-and-insights/legal-updates/proposed-eu-regulation-of-cbam-published/

22)    https://normative.io/insight/calculate-value-chain-emissions/

2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21PC0564&rid=9

24)    https://harvardlawreview.org/2022/04/the-promise-and-perils-of-carbon-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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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of GATT XX on CBAM 
measures 

- As a defense to stave off criticism, 
the EU is expected to invoke the Article 
XX of GATT in order to justify a possible 
breach of non-discrimination (MFN, and 
NT alike) along its operation of CBAM. 
Article XX of GATT deals with the legal 
conditions of general exceptions, and it 
lays out specific situations under which 
WTO members may be deemed to be 
exempted from non-discrimination rules. 
In the context, paragraphs of Article XX 
(b) and (g) are considered to be relevant as 
both are to be applicable in polic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 the EU 
may adopt measures not congruous with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but 
should be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b), or 
to conserve natural resources that are 
depletable (g). As Article XX of GATT is 
made of two cumulative preconditions for 
justification of exceptions, the competent 
authority under the auspice of EU must 
carry out the following two-phase 
scrutiny in implementing CBAM.

- First, the CBAM should fall under 
at least one of two exceptions (e.g. 

paragraph (b) or (g)), and then it should 
pass the so-called Chapeau test (the 
introductory paragraph of of Article 
XX.25) In other words, CBAM should not 
be employed as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26) 

- To shed a light on the possible 
invocation of Article XX on behalf of 
EU, a simple thought experiment is 
helpful. EU’s trading partners (countries 
outside the EU) have adopted different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from 
the EU-ETS, and they may argue that 
their systems are equivalent to the 
ETS in effectiveness of suppressing 
carbon emission. The EU may not 
recognize this, and come to label these 
"inadequate" under the strict application 
of "equivalence" principle under the 
WTO/TBT Agreement.27) Thu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which is a 
depletable natural resource under Article 
XX of GATT, CBAM must be enforced, 
and unavoidable discrimination is 
validated as it constitutes a legitimate 
measures under Article XX of (b), and (g). 
However, its vindication is questionable 
based upon the preceding rulings of the 

25)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envir_e/envt_rules_exceptions_e.htm

26)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envir_e/envt_rules_exceptions_e.htm

27)    https://harvardlawreview.org/2022/04/the-promise-and-perils-of-carbon-tariffs/



Legal aspect of the Value-oriented Trade Regime from the Multilateral Perspective and Policy Responses - With respect to the CBAM and IRA 107106 통상법무정책 2022년 제2호 (통권 제4호)

법
무

WTO. For example, the Appellate Body 
of the WTO held that Article XX could 
not be invoked by members of the WTO 
as a justification to impose a strict and 
uniform set of requirements designed to 
force their trading partners to accede to 
the identical environmental standards28) 
as CBAM in this case.

- So far, CBAM fails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carbon 
pricing mechanism by mechanically 
linking the price of certificate to the EU-
ETS level. Such scheme prevents countries 
from setting their own pricing policy in 
line with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Legal issues surrounding IRA 

- Although the trajectory is different 
from that of CBAM, the IRA also implies 
the possibility of distorting competition 
from the legal perspective. The 
controversy revolving around the IRA 
is not expected to abate as it could be 
viewed as a protection oriented policy, 
such as strengthening living standard of 
domestic constituents or reshuffling the 
structure of global supply chain in a way 
to reduce dependence on China. 

- The IRA officially aims to curb 
inflation and address climate change 

by investing a whopping $437 billion in 
clean energy, healthcare and etc. As the 
President Joe Biden's $2 trillion ‘BBB 
Act', which was in progress more than a 
year after his inauguration, encountered 
a fierce opposition from the Congress 
for excessive budget, the IRA, which is 
an abridged version of BBB in terms of 
fiscal spending, was signed into a law 
alternatively.

- As delving into the detai led 
attributes of the IRA, one can find 
out approximately $433 billion is to 
be allocated for various goals such 
as allevi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saving energy cost, revitalizing 
manufacturing industry, and so on. In 
order to achieve lofty goals, the IRA 
allocated $369 billion, which accounts 
for 84.4% of the total fiscal expenditure, 
to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response. The act is also designed to 
source $737 billion to finance planned 
fiscal expenditures, and simultaneously 
to address the chronic deficit of the U.S. 
An additional policy mixes featuring 
tax credits are scheduled to be used as 
an incentive29).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e Section 1340130), where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tax credit (de facto 
subsidy) for electric vehicles are specified. 

28)    Shrimp-Turtle (1997) WTO

29)    https://www.ifans.go.kr/knda/ifans/eng/pblct/PblctView.do?menuCl=P11&pblctDtaSn=14081&clCode=P11

30)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new-us-climate-bill-seeks-onshore-electric-vehicle-supply-chain



Legal aspect of the Value-oriented Trade Regime from the Multilateral Perspective and Policy Responses - With respect to the CBAM and IRA 107106 통상법무정책 2022년 제2호 (통권 제4호)

법
무

In order for consumers to get the credit in 
accordance with the IRA, one has to meet 
the eligibility conditions, which largely 
break down into three separate ones; 
① final assembly ② critical minerals for 
battery ③ parts for battery.31)

- The problem is that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incentives are to be 
limited to electric vehicles and batteries 
manufactured in the U.S. or countries 
signing Free Trade Agreement(FTAs) 
with the U.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IRA, the eligibility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 the condition 
that manufacturing(production process) 
must be finished in North America(at 
least within the territory of the USMCA 
member countries), and the mandatory 
ratio of critical minerals in battery 
production must be met (mineral 
requirement), and requirements for 
battery parts manufactured in North 
America should be above a certain ratio 
based upon the finished goods.32) 

- At this point, the value-oriented 
characteristic of the IRA is apparent as it 
aims at constructing clean energy sector 
and addressing risk of climate change 
through tax-credit incentives. The 
enforcement measures contained in IRA 
are also designed to reduce energy costs, 

build a clean energy economy, thereby 
improving environmental condition such 
as greenhouse gas or carbon emission. 

-  As  the CBAM is  to  bui ld  an 
unprecedented trade regime embedded 
with the environmental agenda covering 
the huge economic bloc, the IRA may 
seem to be inconsequential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law. The IRA might 
be understood as no more than the fiscal 
policy of a single country under the guise 
of law. However, IRA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economy. Korea 
has stepped up a strategy to keep engines 
of growth by focusing on technology 
intensive industries. As a result, 
constructing a series of value added 
supply chain is pivotal. In the context 
of IRA, the minimum components 
requirements in battery and electric 
vehicle in alignment with tax incentives 
could deal a blow to the Korean auto-
industry and, a wide array of downstream 
industries along the supply chain. In 
other words, due to the export-oriented 
industry structure, Korean economy is 
exposed to a high level of sensitivity 
and vulnerability with the enactment of 
IRA. In the same vein, it is meaningful to 
review legal issues so to make a proper 
response to the uncertainty from the IRA. 

31)    https://www.iea.org/policies/16277-inflation-reduction-act-2022-sec-13401-clean-vehicle-credit

32)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new-us-climate-bill-seeks-onshore-electric-vehicle-supply-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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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 in detail; the tax credit

- The IRA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industry 
as a whole, as the Act set the sights on 
expanding investment and production 
revolving around the U.S. as well as 
reestablishing the GVC decoupled from 
China. The first ‘final assembly condition’ 
means that electric vehicles that are 
finally assembled in North America 
only are entitled to get tax credits of up 
to ＄7,500. This condition took effect 
immediately upon entry into force of the 
IRA in August. The detailed aspect of the 
tax credit hints that Korean automakers 
are unlikely to meet the necessary 
requirement at present.33)

- The maximum amount of tax credit 
is broken down into two elements. The 
IRA provides a benefit of $3,750 only for 
minerals that are extracted and processed 
in the U.S. or in countries that signed 
FTAs with the U.S. The core mineral ratio 
for battery has an incremental structure 
where the mandatory ratio is scheduled 
to go up every year starting from 40% in 
2023 to 80% in 2027, and after. In other 
words, the key minerals for batteries, 
such as lithium, nickel and cobalt, must 
be sourced from the aforementioned 

region(The U.S. or its FTA partners) It 
implies a serious ramification over the 
feasibility of the IRA. To illustrate, 82% of 
graphite, which is one of the key minerals 
for battery supplies, are extracted from 
China. Lithium refining process is mainly 
carried out in Indonesia, a country that 
has not signed any trade deals with 
the U.S. Cathode and anode, another 
core materials, also depend heavily 
on China,34) exceeding 60% of global 
supplies. As for the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it would not be easy to rebuild 
a new GVC in short span of time given 
China's specific gravity. To put it roughly, 
the enactment of IRA could block almost 
all electric vehicles makers from getting 
tax credits due to its rigidity.

- The final condition in association 
with the credit under the IRA is namely 
‘battery parts requirement’. In case a 
predetermined ratio of battery parts 
manufactured in North America is met, 
the IRA grants a tax credit worth up to 
$3,750 on condition that one purchased 
an electric vehicle. Like the mineral 
requirement, the mandated battery parts 
ratio is also scheduled to go up from 
50% in 2023 to 100% in 2029 on a yearly 
basis.35)

33)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new-us-climate-bill-seeks-onshore-electric-vehicle-supply-chain

34)    한국자동차산업협회 

35)    The two battery-related requirements are supposed to come into effect from January 1, 2023.



Legal aspect of the Value-oriented Trade Regime from the Multilateral Perspective and Policy Responses - With respect to the CBAM and IRA 109108 통상법무정책 2022년 제2호 (통권 제4호)

법
무

 National Treatment(NT), and LCR(Local 
Contents Requirement) under the IRA 

- The IRA provides tax credit only for 
electric vehicles manufactured in the 
U.S. or North America, which stokes up 
concern about its innate discriminatory 
applications. The IRA’s legality is 
centered around the geopolitical issue as 
it actively utilize legal incentive in a way 
to step up push for relocation of GVC to 
the U.S. or at least to the proximity of 
U.S FTA network. Legal point of view, U.S 
commitment to “friend-shoring”, which 
attempts to insulate GVC from politically 
driven disruption could distort the 
competition condition. 

-  To  b e  s p e c i f i c ,  t h e  W TO 
unambiguously prescribes the non-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goods. The National Treatment 
is the epitome of non-discrimination. In 
light of legal background, the tax-credit 
provisions are likely to violate the NT in 
that it puts those who do not follow the 
conditions under IRA at disadvantage. 
Considering that the conditions for tax 
credit are contingent upon the use of 
domestic goods36), IRA’s measure is highly 
likely to fall under the category of “import 
substitution subsidy”, which is prohibited 
under the WTO. One thing worth noting 
is that the legal assessment must be 

performed on substantial basis departed 
from nominal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even if the IRA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discriminatory provisions, it 
should be subject to a trade dispute if 
actual discriminatory situation resulted 
from the subsequent implementation. 
Moreover, the WTO rules prohibit 
subsidies that replace imports from 
other countries, but three representative 
provisions, namely, the final assembly, 
critical minerals, and battery parts 
requirements, applied under the IRA 
have the purpose and effect of replacing 
imports of foreign products with domestic 
products.

- From the legal perspective, the 
IRA's tax credit provision based upon 
local production requirement could be 
degenerated into a political justification 
of  Local  Content  Requirements 
(hereafter, LCR). The concept of LCR 
is that producers are mandated to use 
domestically-made goods or domestically-
provided services. In the context of 
the IRA, the element of LCR could be 
extensively adopted in relation to the 
U.S. strategy to reorganize the structure 
of GVC. As uncertainty looms larg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moving towards 
the aforementioned friend-shoring, 
which spans across a set of supply chains 
such as the Indo-Pacific Economic 

36)    https://www.iea.org/policies/16277-inflation-reduction-act-2022-sec-13401-clean-vehicle-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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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IPEF), CHIP4, Semiconductor 
Alliance Initiative, and 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

- Although it is far too early to predict 
how LCR will be materialized within the 
scope of the IRA, a possible conflict with 
WTO’s non-discriminatory rules may 
come to surface. The tax credit is basically 
geared towards a mandatory content of 
intermediate goods from the US above 
certain ratio, which could be transformed 
into the LCR. The LCR is detrimental on a 
long-term basis as it is prone to distorting 
trade, reducing consumer utility and 
causing an incremental rise of social cost. 
As we switch into the realm of trade law, 
the LCR again bears resemblance with 
the import substitution that are clearly 
prohibited by the WTO. 

- Of course, the duty to uphold the 
National Treatment under WTO rules 
recognizes legal exceptions when it is 
employed in the context of government 
procurement . 37) Speci f ica l ly ,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 of the GATT 
Agreement, the justification of LCR 
measures could be found when they are 
implemented to prevent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or to promote domestic 
policy goals including protection of 
public morals. In order to apply Article 
XX, the U.S must procure goods in 

question directly and have no commercial 
interest. However, the tax-credit provision 
covers the purchase of electric vehicles by 
private sectors and involves commercial 
interests through market activities, so that 
invoking the clause of Article XX cannot 
be justified. 

V.    (CBAM, IRA) Impact on 
Korean economy 

- (CBAM) The introduction of CBAM 
is expected to cause a shockwave across 
Korea's exports, which consist of goods 
with a high level of carbon intensity. 
As mentioned earlier, the enactment of 
CBAM increased uncertainty over the 
prospect of export oriented strategy 
especially the operation of GVC. 

- In this process, price competitiveness 
of Korean export would suffer as CBAM 
could possibly cause distortion of 
competition conditions. As for particular 
sectors, not only steel, chemical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with direct 
carbon intensity, but also semiconductors 
or electric sectors would unavoidably 
fall under the bracket of CBAM mostly 
due to the possible restructuring of GVC 
currently centered on China, the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38).

37)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gpa_overview_e.htm

38)    The research by Rhodium Grou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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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IRA)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art of the IRA from the angle of Korean 
industry is the provision granting tax 
credits of up to $7,500 only for the 
purchase of electric vehicles that are 
finally assembled in North America. 

- So, it takes no brainer to forecast 
immediate effects of the IRA on Korean 
industry. Automakers, represented by 
Hyundai, or Kia, would have hard time 
meeting the final assembly requirements 
under IRA. Their price competitiveness 
will be evaporated. For example, before 
the enactment, Ioniq5 of Hyundai was 
about $5,000 cheaper than its rival’s, 
like Model 3 Tesla, but this will be over 
as Korean automakers are likely to be 
excluded from the tax credit.40) 

- In North America, world's most 
lucrative automobile market with ever 
increasing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the loss of price competitiveness might 
deal a serious blow to the long term 
prospect of Korean industry. To illustrate, 
the sales volume of Korean EV, which 
ranked the second in the U.S. market, 
would suffer a setback. What adds 
insult to injury is that more than 13,000 

domestic auto related subsidiaries may 
find themselves in trouble.

- Unlike the final assembly requirements 
for electric vehicles, provisions of battery 
related requirements (sourcing mineral 
and parts) are expected to present Korean 
manufacturers a silver lining.

- The IRA is expected to cut down the 
share of Chinese battery producers. The 
Korean battery industry has a competitive 
edge especially in manufacturing 
secondary cell. For example, as for 
all-electric vehicles and PHEVs use 
lithium-ion batteries, Korea ranks 
second only behind China. In particular, 
Korean battery suppliers having been 
aggressively pushing for the US market 
infiltration strategies. To illustrate, LG 
Energy Solutions is currently operating 
its own production facility in Holland, 
and is planning to establish new ones 
as a joint venture with GM in Michigan, 
Tennessee, Ohio respectively41). Given 
that Korean battery suppliers’ expansion 
of manufacturing base is gaining 
momentum, the enactment of IRA is likely 
to put Korean battery firms ahead of 
Chinese counterpart in the U.S. market. 

3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510_OECD

40)    Electric vehicles sold in the US by Hyundai and Kia are all assembled in Korea.

41)    LG엔솔, 美 IRA 선제 대응으로 빠른 현지화 가능,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J75ST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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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Policy-wise countermeasures 

 Countermeasures on CBAM(Private 
Sector)

- (Constructing carbon database) 
Korean producers, especially carbon 
sensi t ive industr ies ,  should get 
familiarized with the administrative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of CBAM with a 
view to minimize the additional cost. It is 
also indispensable to establish a relevant 
database about the measured volume of 
emission. 

- (Reshaping the GVC)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corporate inspection 
on product line and supply chain 
should be conducted to assess the level 
of exposure to emissions. As CBAM is 
expected to influence the reorganization 
of global downstream value chains, 
Korean producers should examine and 
renew their carbon footprint strategies. 
This suggests they have to engage in 
an extensive level of due diligence 
covering suppliers evaluation, viability 
of sourcing materials, production 
methodologies, logistics functionality, 
and adopted technology. Since the 
CBAM pilot(transition period) runs to 
the 202642), adequate response strategies 
such as shifting or restructuring GVC 
should be prepared within the designated 

timeframe.

 Countermeasures on CBAM (Government)

- The government must initiate a 
combination of policy measures amid 
growing uncertainty due to the enactment 
of CBAM. The action plan should be 
designed on an encompassing basis 
ranging from active engagement with 
the EU Commission to coordinating 
various channels to formulate a 
concerted response with like-minded 
countries. At the same time, industry 
specific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intenance of customized strategy 
should be closely coordinated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 (Reinforcing response capacity) 
Information regarding the type, and 
volume of carbon emission across supply 
chain is the key in that it lays the basis for 
an adequate response to CBAM.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pilot scheme 
up to 202642), the government needs to 
construct and operate national carbon 
database system to support Korean 
producers in adapting to CBAM setting.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reorganize 
the carbon integrated management 

42)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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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uch as the amount of emission 
by HS based items, applicable calculation 
methodologies mirroring EU-ETS, and 
performance management, so that 
extra financial burden borne by Korean 
producers could be mitigated. In the 
long-term basis, the capacity to process 
industry specific data would go a long way 
towards rolling out a concrete initiative 
to upgrade Korea’s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greenhouse 
gas (GHG) system to align with EU-ETS.

- (Diplomatic response) Diplomatic 
approaches  shou ld  be  fu r the r 
strengthened to minimize the burden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CBAM. 
The diplomatic aim should be focused 
on securing the equivalence between the 
Korean emissions trading system(K-ETS) 
and the EU-ETS in as much as possible. 
43) For this, Introducing the working 
mechanism of K-ETS coupled with our 
sector specific decar bonization processes 
through various diplomatic networks. 
If necessary, industry or corporate 
association should ㅇ Countermeasures 
on CBAM(Private Sector)be mobilized so 
as to reinforce and supplement official 
channels vis-a-vis intergovernmental 
communication. 

 Countermeasures on the IRA(Private 
Sector)

- (Defending market share) Strategic 
measures must be taken to secure at 
least the current level of market share. 
In actuality, Korean automakers need to 
speed up the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 and take an active approach 
in upgrading current ones in boosting 
production capacity. For example,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which was incorporated in 2002 should 
be renovated so as to accommodate the 
explosive demand for EVs.

- (Strengthening GVC) Relevant 
performance in the face of challenges 
posed by the IRA might be a blessing in 
disguise as Korean suppliers can get a 
chance to renew their role in the GVC. 
As IRA’s battery-related regulations puts 
an equal burden on global manufacturers 
alike, corporate network system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in a terms of 
constructing a working value chain. As for 
the conditions of key minerals and parts 
for battery supplies, we should not focus 
on diversifying a supply chain in a way to 
reduce dependence on China.

43)    In 2021, Korea enacted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which institutionalized the carbon neutrality goal for 
2050, and the concrete action plan was largely benchmarked after EU-ETS (https://icapcarbonaction.com/en/
ets/korea-emissions-trading-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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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measures on the IRA (Government) 

- As a matter of f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tepping up various 
countermeasures actively more than 
any other. It has mobilized diplomatic 
channels including summit meetings, 
consultations with the U.S. Congress. 
As a result, some progress has been 
achieved, such as the Korea-U.S. joint 
announcement for mutual cooperation 
over the implementation of IRA and the 
pending amendments reflecting Korean 
demand at both the US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 (Diplomatic response) The tax credit 
requirements for electric vehicles under 
the IRA have a negative ramification 
on foreign suppliers, including Korean 
firms, the governmental response should 
start by stressing the illicit nature of IRA. 
Diplomatic channel should be mobilized 
in a way to remind the US of the fact that 
IRA may go against international trade 
rules including the KORUS FTA and WTO.

- (Mitigating discrimination effect) 
Since Korean firms are planning to make 
a aggressive investment, we should enter 
into a constant dialogue with the US 
via diplomatic channel to get special 
provisions applicable to Korean suppliers. 
As the Democratic Party unexpectedly 
performed well in the US midterm 
elections, the odds of IRA revision are 
stacked against Korea. However, as those 

who are in a similar predicament like the 
EU, and Japan are beginning to raise the 
voices of concern,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helm in organizing 
outreach activities to form coalition. 
Diplomatically, Korea needs to deliver 
concern about the rigid application of 
the final assembly condition since it 
could be an outright distortion of the 
competition opportunity. Legally, flexible 
interpretation of ‘final assembly’ clause 
should be applied to Korean automakers 
as many of them have already keep the 
production process running within North 
America. 

- (Flexible interpretation of battery 
clauses) When invoking the clause 
specifying the sourcing of critical 
minerals, a flexible approach must be 
secured. If necessary, a strategic bilateral 
discussion should be made with the 
U.S. in an attempt to clarify the mineral 
sourcing clause. Since Korea has been 
pushing for a rigorous expansion of FTA 
network with Central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Korean battery suppliers 
have the edge in accessing rich mineral 
endowment in those countries. As the 
IRA prescribes minerals for batteries are 
also qualified for tax-credit so long as 
they are sourced from countries that have 
entered into FTAs with the U.S, Korean 
government keep up the expansion 
of FTA network to diversify the supply 
channel of critical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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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zing economic network with 
Latin America)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economic cooperation network 
with Latin America, where the volume 
of trade and investment is expanding44) 
in especially the textile, electronics, and 
automobile industries. In the changing 
trade environment coupled with the IRA 
driven supply reshuffling, Korea needs 
to capitalize on the opportunity factor in 
Latin America.45)

-  As a platform for economic 
cooperation, the FTA network with Latin 
America should be further expanded so 
that comparative strengths of both sides, 
such as Korea's technology and abundant 
resources of Latin America, should be 
utilized to the fullest. In the short run, 
focusing on sourcing of critical minerals 
such as lithium and nickel should be 
prioritized, and in the long run, we need 
to build a collaborative model in terms of 
GVC operation. 

VII.    Conclusion ; Reinforcement 
of negotiating capacity 
through manpower

- Although CBAM and IRA differ in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both 
demonstrate how a new type of disguised 

protectionism can be materialized as 
major players of global trade boldly link 
non-market values such as environment 
to the realm of multilateral market. Both 
CBAM, and IRA show the incompatibility 
with the multilateralism, but addressing 
problems through WTO system is not 
an effective strategy as the its Appellate 
Body ceases to work at the moment. 
To weather the gathering storm, active 
approach is called for based upon the 
close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alike. 

- The value-oriented initiatives are 
expected to continue for a while. The 
veiled protectionism should be regarded 
as a matter of adaptation. The path 
dependence of multilateralism no longer 
remains valid as the function of WTO, 
which used to be hailed as ‘crown jewel 
of multilateralism’ has ground to a halt. 
Active engagement with likeminded 
partners is needed as different type of 
protectionism is on the rise. What counts 
more than anything else is to incubate 
the capacity to cope with mounting 
uncertain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aliber of manpower of the Trade 
Negotiation Headquarters of The MOTIE. 
The Trade Negotiation Headquarters 
takes up a vital role in setting the 
direction of trade policy and conducts 

44)    對중남미 교역(억불) : 452 ('17) → 466 ('19) → 542 ('21), (산업통상자원부)

45) 22.10월 한-칠레 핵심 광물 밸류체인 협력 MOU 체결(한덕수 총리 순방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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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negotiations with countless 
partners. It should play a pivotal role 
in upholding national interests while 
redefining its identity as a rule setter in 
the context of new trade agenda. Thus, 
MOTIE must incubate qualified human 
resources armed with the impeccable 

language, capability, and expertise.
- The paradigm shift is so palpable 

in the realm of multilateralism, and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not longer be 
confined to the conventional wisdom of 
regulator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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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arbon border  ad justment 
mechanism Implications for climate and 
competitiveness, Authors: Jana Titievskaia 
and Henrique Morgado Simões with Alina 
Dobreva Members' Research Service PE 
698.889 – (July 2022)

Climate Change: A Tragedy of the 
Commons? By Pedro Schwartz, The 
Library of Economics and Liberty(2020. 3. 
2.)

1 - “An Outcrop of Hell”: History, 
Environment, and the Politics of the 
Trail Smelter Dispute, Published online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08 
September 2009) By James R. Allum 
Edited by Rebecca M. Bratspies and 
Russell A. Miller https://www.cambridge.
org/core/books/abs/transboundary-
harm-in-international-law/an-outcrop-
of-hell-history-environment-and-the-
politics-of-the-trail-smelter-dispute/C73
D89849BE43C98F1A22B92BC79045C

EUR-Lex - European Union https://eur-
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
ML/?uri=CELEX:52021PC0564&rid=9)

The Inflation Reduction Act: Here’s 
what’s in it, Justin Badlam and Jared Cox 
(October 24, 2022)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
public-and-social-sector/our-insights/
the-inflation-reduction-act-heres-whats-
in-it

https://www.whitehouse.gov/build-

back-better/
T H E  U . S .  H A S  A D D E D 

MANUFACTURING JOBS ACROSS 
THE COUNTRY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JOINT ECONOMIC 
COMMITTEE DEMOCRATS, CHAIRMAN - 
REP. DON BEYER (D-VA)

D
h t t p s : / / w w w . j e c . s e n a te . g ov /

public/index.cfm/democrats/issue-
briefs?id=B4CBB163-3B49-4A0B-AAF4-
60C97A3DA5B6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Using Trade to Achieve 
Climate Goals? Lin Wei, Apr. 26. 2022,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https://www.berkeleyjournalofinterna
tionallaw.com/post/eu-carbon-border-
adjustment-mechanism-using-trade-to-
achieve-climate-goals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Soon to  be 
applicable, Deloitte Nederland (October 
26, 2022)

https://www2.deloitte.com/nl/nl/
pages/tax/articles/eu-carbon-border-
adjustment-mechanism-cbam.html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Questions and Answers Brussels, 14 July 
2021 European Commission Navigating 
the Global Economy towards Net-
Zero within the Confines of WTO Law 
and Jurisprudence: A Cri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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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European Union’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nd its 
Implications on International Trade 
Siddharth Saigal(2022.No.63) http://law.
stanford.edu-EU-Law-WP-63-Saigal

(6 JUL 2021)Proposed EU Regulation 
on CBAM published https://www.ashurst.
com/en/news-and-insights/legal-
updates/proposed-eu-regulation-of-
cbam-published/

The Promise and Perils of Carbon 
Tariffs(APR 11, 2022, 135 Harv. L. Rev. 
1640)

https://harvardlawreview.org/2022/04/
the-promise-and-perils-of-carbon-
tariffs/

WTO rules and environmental policies: 
GATT exception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
envir_e/envt_rules_exceptions_e.htm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of 2022: Issues and Implications(Lee Hyo-
young Upload Date 2022-11-14)

https://www.ifans.go.kr/knda/ifans/
eng/pblct/PblctView.do?menuCl=P11&pb
lctDtaSn=14081&clCode=P11

New US Climate Bill Seeks to Onshore 
Electric Vehicle Supply Chain by David E. 
Bond, Brian Picone (29 July 2022)

https://www.whitecase.com/insight-
alert/new-us-climate-bill-seeks-onshore-
electric-vehicle-supply-chain

Inflation Reduction Act 2022: Sec. 
13401 Clean Vehicle Credit

Last updated: 3 November 2022

https://www.iea.org/policies/16277-
inflation-reduction-act-2022-sec-13401-
clean-vehicle-credit

산업통상자원부_국내 및 세계 자동차 생산
량(한국자동차산업협회) https://www.data.
go.kr/data/15051116/fileData.do

 철강재 수출·수입 통계청ht tps : / /
k o s i s . k r / s t a t H t m l / s t a t H t m l .
do?orgId=101&tblId=DT_2KAA510_OECD

세계일보, (LG엔솔, 美 IRA 선제 대응으로 
빠른 현지화 가능) 2022-11-07

출처 : https://www.sedaily.com/
NewsView/26DJ75STLJ

https://icapcarbonaction.com/en/ets/
korea-emissions-trading-scheme

한 중미, 한 페루 교역동향(산업통상자원부) 
탄소국경조정 도입의 WTO 합치성 쟁점 : 

GATT 제2조, 제3조, 제20조, 김호철 (통상법
률) 2021년 제2호 (통권 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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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적 관점에서 
가치지향적 통상레짐의 
통상법적 쟁점과 
그 정책 대응 

- CBAM, IRA를 중심으로

신대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국내대책과 행정사무관
(sdk77@korea.kr)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미중 분쟁,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증하며, 시장적 다자주의에 입각한 1995년 WTO 체제의 완전한 복원은 요원해진바, 각 국가들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통상정책을 활용함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후변화 인권 등 과거 부차적 요소로 간주되었던 비시장적 가치들이 본격적으로 통상정책과 결부되며, 

국가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통상레짐의 형성을 촉진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들 수 있다. 두 정책은 그 

성격을 달리하기에 동일선상에서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치지향적 통상레짐의 구축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에 정책실무 차원에서 비교 분석은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두 정책으로 대표되는 가치지향적 통상레짐은 통상정책을 통한 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표방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GATT/WTO 체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조치로 변질 및 남용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을 연구할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해 생산 효율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산업경제의 시각에서 두 조치가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두 조치의 정책적, 법적 쟁점을 비교하고,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WTO 규정과의 합치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조치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안 또한 모색할 것이다..

핵심용어     가치 지향적 통상레짐, 다자주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인플레이션 감축법, GATT/WTO, 보호주의, 

경쟁조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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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ican Republic -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Polypropylene Bags and Tubular Fabric 

작성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I. 분쟁 기본 정보

- 분쟁 참가국

· 제소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 피소국: 도미니카 공화국

 ·    3자 참여국: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EU,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

나마, 터키, 미국

- 패널보고서 회람일: 2012. 1. 31.

- 패널보고서 DSB 채택일: 2012. 2. 22.

II. 사안의 사실관계

-    긴급수입제한(Safeguard – SG) 조치 부과대상 수입품목: 폴리프로필렌 소재 가방

(polypropylene bags) 및 관 모양 천(tubular fabrics)

- SG 조사 신청인: Fertilizantes Santo Domingo, C. por A. (FERSAN)1) 

-    SG 조사기관: 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Safeguard 

Measures ("Commission")

- SG 제소장 접수일: 2009. 12. 18.2)

- SG 조사 완료일: [불명확]

- SG 조치 부과 결정일 및 조치 발효일: 

 ·    잠정 SG 조치: 2010. 3. 16.

 ·    최종 SG 조치: 2010. 10. 5.

WT/DS415, 416, 417, 418/R

1)    도미니카 공화국 소재 기업

2)    WTO Committee on Safeguards에 조사 사실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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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주장 조항: GATT Articles XIX:1(a), XIX:2 및 Safeguards Agreement Articles 2.1, 3.1, 

4.1, 4.2, 5.1, 6, 8.1, 9.1, 11.1, 12 (GATT Articles I:1, II:1(a)에 기한 예비적 주장도 함)

III. 분쟁 최종판정

-    문제된 조치는 GATT I:1조 규정상 MFN 의무 및 수입품에 대한 기타 부과금으로서 GATT 

II:1(b) 의무의 정지(suspension) 조치로서, GATT XIX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이 적용됨.

-    권한 있는 당국이 GATT XIX:1(a) 규정상 “예상치 못한 사태 발전”과 조치 효과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조치는 GATT XIX:1(a), 세이프가

드협정 3.1, 4.2(c), 11.1(a)조에 불합치함.

-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시 국내산업의 정의가 세이프가드협정 4.1(c)에 불합치

했기 때문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조치는 GATT XIX:1(a)조 및 세이프가드협정 2.1조에 불합치함.

-    도미니카 공화국이 태국산 수입품을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합리

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조치는 세이프가드협정 9.1조에 불합치함.

IV. 패널 판정 내용

1. 절차적 이슈

A. Request for Enhanced Third Party Rights

 ·    쟁점 사항: 콜롬비아는 패널이 강화된 제3자국 권한(enhanced third party rights)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함(제출 자료 열람, 화의 참여 등) 

 ·    판정 결과: 패널은 콜롬비아가 (i) 도미니카 공화국의 SG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 (ii) 다

른 제3자국과 비교하여 강화된 권한을 가질 만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 (iii) DSU에 

따른 통상적인 제3자국 권한 등으로 본 사안에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 (iv) 강화된 권한 부여가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v) 당

사국 및 제3자국 모두 콜롬비아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은 점, (vi) 제3자국 일부에게 강화된 권한

을 부여하는 것은 DSU에 따른 당사국과 제3자국간의 권한의 차이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

는 점을 들어 콜롬비아의 요구를 기각함. 

B. 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    쟁점 사항: 도미니카 공화국이 사업상 기밀정보(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BCI”)의 

보호에 관한 절차 도입을 요청함. 

 ·    판정 결과: 패널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요청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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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quest for Preliminary Ruling on Applicability of GATT Article XIX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    쟁점 사항: 도미니카 공화국은 패널에게 GATT Article XIX 및 Safeguards Agreement가 적용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판결(preliminary ruling)을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중간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함. 

 ·    판정 결과: 패널은 콜롬비아의 요구를 기각함. 

D.  New Fact on Record after Interim Report

 ·    쟁점 사항: Interim Report가 발행된 이후에 도미니카 공화국은 Commission이 2012. 4. 

20.까지 대상 제품에 대한 28%의 종가세(ad valorem duty)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Commission 의결 내용을 패널에 제출하여, 제소국들이 해당 의결의 내용을 사건 기록에 포함

시킬 것을 요구함. 

 ·    판정 결과: 패널은 패널보고서에 위 의결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킴.

E. Standard of Review for Safeguard Cases

 ·    쟁점 사항: 사건에 적용되는 검토 기준(standard of review)을 어떻게 설정할지 문제됨.

 ·    판정 결과: 패널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관련 당국(Commission)의 판단근거를 검토하기 위하

여 Commission의 의결내용을 토대로 삼고, 의결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사부서의 기술보고서

(technical reports)로 검토내용을 보충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F. Terms of Reference – Examination of Expired Measures (The Provisional Measure)

 ·    쟁점 사항: 제소국들이 제소대상 SG 조치에 이미 효력이 만료된 임시조치를 포함시켰는데, 이

때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지가 문제됨. 

 ·    판정 결과: 패널은 만료된 임시조치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는 것이 분쟁 당사자들에게 도움

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임시조치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함. 

G. VCLT Article 33 - Meaning of Terms in the Three Official Languages

 ·    쟁점 사항: 공식 언어(스페인어, 영어, 불어)에 따른 ordinary customs duties의 의미가 문제됨.

 ·    판정 결과: 어떠한 공식 언어에 따르더라도 의미가 같을 것으로 추정되고, 의미에 차이가 있다

면 원칙적으로 협약의 목적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판단함. 

H. DSU Articles 3.2 and 7.2 - Jurisdiction Over Claims Under Non-Covered Agreements

 ·    쟁점 사항: 도미니카 공화국이 적용한 관세가 도미니카 공화국과 제소국이 체결한 2개 FTA(Central 

America-Dominican Republic FTA 및 DR-CAFTA)에 따른 preferential tariff인 종가세 0%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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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다는 제소국 주장에 대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은 위 FTA는 WTO 관할 범위 밖에서 체결된 것이

므로 DSU Article 3.2 및 7.2에 따라 패널에게 이를 판단할 관할이 없다고 주장함. 

 ·    판정 결과: 패널 질문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위 FTA 조항이 본 사안과 관련이 없으며 제소국들이 

해당 조항의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여, 패널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함. 

I. The Role of Precedent

 ·    쟁점 사항: 패널이 GATT Article XIX:1(a)에 따른 예기치 못한 변화(unforeseen 

developments)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선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판정 결과: 패널은 WTO 분쟁해결 제도가 선례 구속 원칙에 따르는 것은 아니나, 패널은 기존 

사건에서 Appellate Body의 동일한 이슈에 대한 판단 내용을 따른다는 것이 WTO 회원국간의 

기대라고 보면서, 본 사안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패널이 Appellate Body의 해석과 다른 해

석을 하여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J.    DSU Articles 12.10 and 12.11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    쟁점 사항: 당사국들이 개도국으로서 DSU Article 12.10 및 12.11에 따라 특별하고 차별화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받는지 여부가 문제됨.

 ·    판정 결과: 패널은 당사국들이 Safeguards Agreement Article 9.1에 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위와 관련한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특히 절차에 관한 일정을 준비하면서 당사국들의 개

도국으로서의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함. 

2. 실체적 이슈

A. Applicability of GATT Article XIX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to this Dispute

 ·    쟁점 사항: 도미니카 공화국은 GATT Article XIX에 따른 ‘의무’에는 Article II:1에 따른 확약

(concessions)과 관련된 관세 확약 및 의무 및 Article XI에 따른 양적 제한의 제거 또는 축소

만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적어도 GATT Article I에 따른 MFN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

장함. 구체적으로, 본건 SG 조치(38% 종가세)는 단순히 MFN 관세를 올린 것(increase in the 

MFN tariff)이며 도미니카 공화국의 GATT Article II에 따른 의무(40% 이상의 종가세를 부과하

지 않을 것)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달리 통상적인 관세(ordinary custom duties)외의 세금을 징

수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GATT Article XIX 및 Safeguards Agreement의 적

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GATT Article XIX 및 Safeguards Agreement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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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제소국들은 SG 조치들이 GATT Article I:1 및 II:1(b)에 따른 의무를 유예

(suspend)하거나, 적어도 Article XIX에 따른 SG 조치를 구성한다고 주장함. 

 ·    판정 결과: 패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건 SG 조치에 대하여 GATT Article XIX 및 

Safeguards Agreement가 적용된다고 판단함:

 우선, 패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건 SG 조치가 Article I:1에 따른 MFN 원칙을 위반하며, 이

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의 Article XIX:1(a)에 따른 의무를 유예한다고 판단함:  

 -    패널은 Article XIX가 해당 조항을 인용하면서 유예될 수 있는 GATT 조항을 명시적으로 한정 

짓지 않으며, 그 범위에 MFN 원칙도 포함된다고 판단함. 

 -    패널은 본건 SG 조치가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및 파나마 수입품들을 우대하면서, 

MFN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함(도미니카 공화국 역시 이를 반박하지 않음). 

 나아가, 패널은 본건 SG 조치가 통상적인 관세조치가 아니며, MFN 관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

라 실질적으로 MFN 관세와 공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Article II:1(b) 2문을 유예한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패널은 본건 SG 조치가 GATT Article XIX에 따라 이루어진 SG조치에 해당하여, 

GATT Article XIX 및 Safeguards Agreement가 적용된다고 판단함.

V. 사건의 시사점

-    도미니카 공화국의 양허 관세 (bound rate)는 MFN 관세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

치는 양허 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었음.

-    패널은 GATT II조를 검토하면서 “일반적 관세 (ordinary customs duties)”는 “엄격한 의미에

서 국경에서 징수되는 관세”를 의미하며, “관세청에 의해 별도 또는 예외적으로 징수되는 세금”

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패널은 문제된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세의 형식으로 부과되었지

만, 18개월간 MFN 관세와 병행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 관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의 관세 양허표가 이러한 관세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 관세 또는 부과금”으

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따라서, 패널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조치가 GATT II:1(b)조 

제2문의 의무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도미니카 공

화국이 자국의 조치가 세이프가드협정 적용 대상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했음. 이후 패널

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조치가 GATT XIX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음.

-    패널은 WTO 회원국이 일시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 WTO 협정상 제한에도 불

구하고 무역구제 조치 (AD, CVD, SG)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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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 
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2019년 4월 26일 패널보고서 채택)

작성자: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정부가 교체된 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취한 통행제한 조치에 관한 사건이다. 우크라이나는 2011년 10월 18일 『독립

국가연합국간의 자유무역지역 조약(Treaty on a Free Trade Area between the member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FTA)』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CIS-FTA에는 러시

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공화국, 타지키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가 회원국으로 가입하

고 있었다. 2014년 5월 29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설립조약(Treat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aEU)』에 서명하였고, 2015년 1월과 8

월에 각각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 공화국도 참여하게 된다. EaEU는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EaEU 대신 EU와의 경제적 통합을 지향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 21일 『우크라이나-EU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Ukraine, of the other part” 

EU-Ukraine Association Agreement)』이 체결된다. 이후 2014년 6월 27일 EU와 우크라이나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도 체결되었다.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러시아의 경제제재를 촉발하게 된다. 2014

년 8월 7일 러시아는 특정 농산품과 원재료 및 음식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부과하였으며, 대상국

가에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러시아는 이러한 수입금지대상 

품목의 운송에 대하여도 제한을 부과하게 되는데, 해당 품목의 수입 운반시 벨라루스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러시아가 지정한 검문소에서 허가를 거치도록 하였다(Resolution No. 778). 2015년 8

월 13일 러시아는 Resolution No. 778을 개정하는 Resolution No. 842를 채택하여 수입금지 국가

에 우크라이나를 추가하였고, 그 적용시기는 2016년 1월 1일로 규정하였다. 이는 EU와 우크라이나

가 체결한 DCFTA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날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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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년 1월 1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CIS-FTA의 작용이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우크

라이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aEU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고, Resolution 

No.778에 명시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제재도 부과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

이나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도로와 철도의 운행을 제한하고 카자흐스탄으로의 운송은 반드시 벨

라루스를 거쳐야 하며, 벨라루스-러시아 국경과 러시아-카자흐스탄 국경을 통과하고자 할 경우 지

정된 검문소에서 신분증 및 등록증 확인 등 추가적인 조건을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우크라이나는 2016년에 이루어진 러시아의 통행제한 조치가 GATT 제5조와 10조에 위반된다며 

러시아를 WTO에 제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러시아는 문제가 된 조치는 GATT 제21(b)(iii)조 안보예

외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러시아는 GATT 제21(b)조는 필수적 안보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의 존재와 그 필요성 및 수단을 판단할 권한은 회원국에게 있으므로 패널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 주요 쟁점별 이슈 및 판단기준

가. GATT 제21조에 대한 관할권 

패널은 우선 패널이 GATT 제21(b)(iii)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DSU 제1.1조에 따라 DSU의 규칙 및 절차는 부록 1(Appendix 1)에 포함된 대상협정들에 적용된다

는 점, 비록 DSU 제1.2조는 부록 2(Appendix 2)에 있는 대상협정들에 대해서 특별한 또는 추가적

인 규칙과 절차가 적용됨을 언급하고 있으나 부록 2에는 GATT 제21조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 

DSU 제7.1조와 7.2조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인용하는 모든 대상협정의 관련 규정을 패널이 검토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21(b)조 두문(chapeau)에 언급된 조치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which it considers necessary”라는 문구에 조치국의 재량이, 뒤에 분석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제21(b)조의 소호 (i)(ii)(iii)에 열거된 요건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러시

아가 인용한 GATT 제21(b)(iii)조는 패널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GATT 제21조의 해석

(1) ‘조치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which it considers) 문구의 적용 범위

패널은, 먼저 GATT 제21조 (b)항 두문(chapeau)에 포함되어 있는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문구에 의한 조치국의 재량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하여, 첫째 어느 조치가 필수적인 

안보이익 보호를 위한 ‘필요한지(necessary)’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해석, 둘째, 위 문구가 ‘필

수적 안보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의 존재 여부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해석, 셋째, 위 문구

가 제21(b)조의 3개 소호에 언급된 사안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전

제하고, 우선 제21(b)(iii)조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와 맥락, GATT 1994 및 WTO협정의 목적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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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세번째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즉, 패널은 제21조 (b)항의 구조상 소호(i)(ii)(iii)에 열

거된 요건에 대해서까지 조치국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한 문구로 되어있는 위 (i)

(ii)(iii)호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조항들이 될 것이라는 점, 특히 (b)항 각 소호에 언급된 “relating to”, 

“taken in time of”, “war”, “international relations” 등 문구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요하는 것이라

는 점, 제21조가 회원국들에게 절대적인 재량권을 주는 조항이라고 보아 회원국의 일방적인 선언으

로 GATT 및 WTO협정상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WTO협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을 해친다는 점, 제21조에 관한 협상역사를 보더라도 제21조에 언급된 일방적 판단권은 각 소호에 

규정된 다른 요건에 대해서까지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논의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세번째 해석

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패널은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문구가 조치국의 ‘필수적인 안보이

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과 어떤 조치가 이를 위해 ‘필요한지’(necessary) 여부에 대한 판단

에 미치는지, 아니면 필요성 여부에만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필수적 안보이익’이란 영토나 

국민을 외부의 위협으로 보호하거나 국내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에 관

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의미의 안보이익은 일반적으로 해당국가가 판단할 수 있다고 했

다. 다만, 필수적 안보이익에 대한 조치국의 판단재량은 신의칙(good faith)에 의해 제한되며 조치

국이 단순한 무역상의 이익을 필수적 안보이익으로 포장(re-labelling)하여 WTO협정상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패널은 제21조 안보예외를 원용하는 국가는 자

신이 주장하는 필수적 안보이익의 진정성(veracity)을 보여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안보이익을 설

명(articulate)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조치의 필요성, 즉 조치와 필수적 안보이익과의 관련

성(connection)에 대해서도 조치국의 판단 재량이 인정되나, 그 재량은 역시 신의칙에 의해 제한된

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패널은 문제의 조치가 일응 조치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 즉 최소한의 개연성(plausibility)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제21조 안보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쟁점조치는 GATT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패널은 제21(b)(iii)조에 규정된 전쟁 또는 기타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상태(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는 근본적인 상황변화로서 쟁점조치의 WTO협정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사

실관계의 근본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쟁점조치가 제21(b)(iii)조가 적용되는 사안

인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쟁점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되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

았다. 이런 입장에서 패널은 먼저 쟁점조치가 제21(b)(iii)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조항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만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GATT 제5조 및 제10조 위반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논리적인 판단순서라고 보았다. 그러나 패널은 제21조의 (b)항 (i)(ii)호의 상황에서도 위

와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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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조치가 제21(b)(iii)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입장에서 패널은 문제가 된 러시아의 2016년 통행제한 조치가 GATT 제21(b)(iii)조에 

의해 정당화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치가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 비상시에 취해

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관련하여, 패널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상황이 ‘국제관계

에 있어 비상시’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최소 2014년 3월부터 2016년말까지 국제사

회가 염려 정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특히 2016년 12월 상황은 UN 총회

에서도 무력 충돌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되었다는 점, 2014년부터 많은 국가들이 해당 상황에 대

응하기 위하여 러시아를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조치가 취해

질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국제관계에 있어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서 쟁점조치가 GATT 제21(b)조의 두문(chapeau)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우

선 러시아가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하여, 패널은 비록 러시아는 직설

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2014년의 상황을UN총회가 무력충돌을 수반하는 상황으로 보았고 

인접국가의 국경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태였기 때문에 쟁점조치 당시 필수적 안보이익이 걸려 있

음을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쟁점조치의 필요성, 즉 필수적 안보이익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

하여 패널은 2014년 상황에 비추어 쟁점조치가 러시아의 필수적 안보이익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

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러시아의 통행제한 조치가 GATT 제21(b)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패널은 제21(b)(iii)조가 적용되는 경우 WTO협정 위반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패널의 입

장에 상소기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예상하여 우크라이나의 GATT 제5조 및 제10조 위반 주장

을 예비적으로 판단하였다. 패널은 러시아의 쟁점조치가 WTO회원국 영토 통과의 자유를 규정하

고 있는 제5.2조 1문과, 상품 또는 선박 등 운송수단의 국적, 소유권, 출발지, 도착지 기타 상황에 

기초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5.2조 제2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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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Member Stat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작성자: 법무법인(유) 광장 정기창 외국변호사 / 김혜수 변호사

(1) 대상 조치 및 분쟁의 배경

동 분쟁은 지난 2004년부터 지속된 EC – Large Civil Aircraft 분쟁(DS316)의 2차 이행분쟁입니

다. 원분쟁 단계부터의 간략한 경과를 살펴보면, 미국이 지난 2004. 10. 6. EU의 대표적인 항공기 

생산자인 에어버스에게 대규모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한 이래, 원분쟁에서 패

널과 상소심의 2단계에 걸친 검토를 통해 EU에게 보조금협정 위반 판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2011

년에 EU가 주장하는 원분쟁 판정 이행 여부에 대하여 제1차 이행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소심

까지 거친 제1차 이행분쟁에서는 EU가 협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DSU 제

22.6조에 근거한 보복중재 절차에 따라 미국의 보복수준이 정하여졌습니다.1) 

2차 이행분쟁은 EU가 2018. 5. 제1차 이행분쟁의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이전에 이행을 완료하

였음을 DSB에 통보하면서 그 이행의 협정 합치성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2019. 12. 2차 이행분쟁에서 EU의 불이행이 확인되자 EU가 이에 대해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 정

지 상황으로 인해 표류하던 중 미국과 EU의 양국간 합의에 따라 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즉, 양국은 

2021. 3. 항공기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로 하고 4개월간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으

며, 2021. 6. 양국은 다시 보조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해를 발표하고 5년간 보복관세 부과를 유

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2) 이러한 합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비시장경제 국가의 민간항공기 시

WT/DS316

1)    참고로 위 보복중재는 EU가 원분쟁의 상소기구 판정을 이행하였다고 2011. 12. 1. DSB에 통보한 이후, 미국이 EU 이행의 WTO 
협정 합치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1. 12. 9. 보복을 신청한바, EU가 2011. 12. 22. 미국의 보복수준에 반대하면서 
중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양측간 sequencing agreement를 체결하여, 이행심사를 선행하고 이후에 보복중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위 sequencing agreement에 따라, 보복중재 절차가 2012. 1. 20. 중단되었다가, 2018. 
7. 13. 미국측 요청에 의해 다시 절차가 재개되어 제2차 이행패널 절차 중인 2019. 10. 2. 미국에게 연간 7,496. 623백만 달러의 
양허정지 권한을 인정하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은 WTO 웹사이트 참조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316_e.htm, 2021. 12. 2. 최종확인).

2)    합의 주요 내용은 대형민간항공기에 대한 금융 제공시 시장조건에 따를 것을 합의하고, R&D 지원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부 지원 R&D가 특정 생산자에게만 제한되어 상대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합의하며,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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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진입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보조금협정 관련 쟁점

제7.8조 중 보조금의 철회(withdrawal of subsidy) 관련 판단

EU는 원분쟁에서 문제되었던 각 회원국에서의 특혜대출을 원분쟁의 대상 프로그램 및 이행조치

의 유형에 따라 총 8개 조치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조치가 협정 제7.8조상 보조금의 철회 방식

으로 이행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행조치 1-4: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의 각 A380 관련 수정 대출계약 체결

· 이행조치 5: 독일의 A350 관련 대출 수정 대출계약 체결

· 이행조치 6: 영국의 A350 관련 대출의 원리금 전액 상환

· 이행조치 7, 8: 시간 경과에 따른 스페인의 A380 관련 대출로 인한 혜택 소멸3)

패널은 각 조치별로 EU의 이행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행조치 1-4 관련 판단

EU는, 이행 당시의 시장 벤치마크에 따라 보조금으로 판정받은 종전 대출계약의 조건을 수정하

였으므로 이로써 보조금이 철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동 분쟁에서 벤치마크는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대출금리가 아니라 IRR(Internal Rate of Return)로 설정되었습니다. EU는 특히 이행 

당시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에어버스가 A380 프로그램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특수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상업적 대주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EU가 체결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수

정계약을 체결했을지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EU는 경제학적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정계약 당시 A380 프로그램 중단 가능성과 그로 

인한 대주들의 손익, 시황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상업적 대주라면 EU와 같은 조건으로 수정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패널은 먼저, EU측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정계약으로 인해 새로운 대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종전 계약이 수정된 형태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벤치마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행 당시가 아니라 최초 계약시 애초부

터 상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수혜자가 수정계약 체결 시점에 어떤 입장에 있

대형민간항공기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제3국의 비시장적 관행(non-market practices)에 대하여 공동 대응할 것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며, 원문은 USTR Announces Joint U.S.-E.U. Cooperative Framework for Large Civil Aircraft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또는 Understanding on a cooperative framework for Large Civil Aircraft (europa.eu)에서 
확인 가능 (2021. 12. 2. 최종확인)

3)    당초 EU는 DSB에 이행을 통보하면서 각국의 A380, A350 관련 각 대출로 인한 혜택이 시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하였으나, 이행분쟁 단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의 대상을 스페인의 A380 관련 대출로 축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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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그 주장의 근거가 된 EU측 경제학 보고서는 예컨

대 A380 시황 회복을 전망하기 위한 뒷받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패널은 EU의 보고서

가 A380 프로그램의 종료시 대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과 수정계약으로 인한 net-

advantage/disadvantage를 계산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net-

advantage/disadvantage를 계산함에 있어 PwC는 명목미래현금흐름(nominal future cash flow)

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며 대신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적 오류에 따라 EU측 보고서는 수정계약 시점에 대주들의 재무적 

입장(financial position)을 측정하면서 잘못된 수치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패널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대주들이라면 수정계약 체결 전에 사업 전망 등에 대한 실사를 했을 것인

데, 실제 EU측 대주들이 이 같은 실사를 했다는 점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

다.

이행조치 5 관련 판단

EU는, 이행조치 5와 관련하여 이행 당시의 시장 벤치마크에 따라 보조금으로 판정받은 종전 대

출계약의 조건을 수정하였으므로, 이로써 보조금이 철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관련 계약(독일에서의 대출계약)의 금융조건상 에어버스에게 조기상환권이 있었고, 당시 시장금리

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으므로, 에어버스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종전 계약을 종료시키고 신규대

출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특수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

침하기 위한 경제학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패널은, 우선 EU측 주장의 전제와 달리 적절한 시장 벤치마크는 이행 당시에 최초로 체결된 신규 

대출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행조치 5와 관련하여 문제된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독

일에서 이루어진 종전의 대출계약은 금융조건이 수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종전 

계약과 다른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 당시에 새로 체결되는 계약을 기준

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판정문상 BCI 처리로 인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은 어려우나, EU가 주장하는 이행이 신규 계약이 아닌 수정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

침하는 근거로 i) 종전 계약에 따른 지불(disbursement)이 수정계약 체결 이전에 모두 이루어졌으며 

수정계약으로 인해 새로운 지불(disbursement)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및 ii) 수정 이후에도 종

전 계약에 따라 미변제 원리금이 계속 상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패널은, 수정계약의 조건에 따라 (남은 대출기간 동안) 최초 대출계약 체결시 상업적 대주가 예상

하였을 전체적인 현금흐름이 확보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수혜자

가 애초에 상업적 대주와 대출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수정계약 체결 시점에 어떤 입장에 있었을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EU의 주장대로 에어버스가 실제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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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상업적 대주가 이행 시점에서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즉 이행 당시의 시장 벤치마크)이 아니라 상업적 대주가 조기상환권 행사로 인한 대출

계약의 종료를 통해 얻을 수 있을 이익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행조치 6 관련 판단

EU는, 이행조치 6과 관련하여, 에어버스가 관련 대출의 미변제 원리금을 (원래 대출계약상의 조

건에 따라)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보조금이 철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U의 주장은 상환을 통해 

보조금 요건 중 재정적 기여가 제거되었다는 데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대출(loan on subsidized terms)을 그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하였다는 것은 단지 보조금이 전부 제공되었다는 의미일 뿐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

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보조금으로서의 대출계약은 대출이라는 금융거래의 성격상 대출금에 대

한 상환까지 당연히 예정하고 있고, 그 계약이 보조금이라고 판단된 이상, 계약조건에 따른 상환이 

이루어진 것은 대출계약이라는 보조금 지급이 완성된 것일 뿐 보조금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행조치 7, 8 관련 판단

EU는, 대출 형태로 이루어진 보조금의 수명은 그 계약조건에 따른 전액 상환과 관련하여 약정 당

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전적인 기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 관련 대출계약 체결 당시 대주인 

스페인 정부와 차주인 에어버스가 가졌던 기대에 따라 그 계약에 따른 혜택은 대출 만기에 전부 소

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패널은, 먼저 보조금으로 판정된 계약조건에 따른 상환은 보조금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이

로 인해 보조금의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대출계

약은 최초 체결 이후 2회에 걸쳐 수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EU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약

정 당사자들이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가졌던 보조금의 수명에 대한 기대는 변경(연장)되었다고 지

적하였습니다.

에어버스의 A380 프로그램 중단 발표에 따른 철회 주장 관련 판단

EU는 위와 같은 각 조치별 대출계약의 수정이나 만기 등의 사유 외에도, 2019. 4. 에어버스가 

A380 프로그램 중단을 발표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는 보조금을 철회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

습니다.

이에 대해 패널은, 우선 에어버스의 이와 같은 발표가 패널설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서 이를 검토할 심리 권한이 있는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패널에게 이에 대한 심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에어버스가 발표한 것은 장래의 사업계획일 뿐이며 현재 에어버스가 A38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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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at present”) 보조금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제7.8조 중 부정적 효과의 제거(removal of the adverse effects) 관련 판단: (1) 부정적 효과의 판단 

기준 결정

EU는 각 회원국의 특혜대출에 대해 협정 제7.8조상 부정적 효과의 제거 방식을 통해 이행이 완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U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대출과 관련하여 혜택의 소멸, 보조금

과 무관한 금융 등의 사유로 인해 현 시점에서(“at present”) 부정적 효과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비교 대상으로서 가정적 상황(counterfactual)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행조치 9, 14: A380, A350 관련 각 대출로 인한 혜택의 소멸

· 이행조치 10, 15: A380, A350 관련 보조금과 무관한 투자의 존재

·    이행조치 11, 16: 프랑스의 A380 관련 대출 및 프랑스와 영국의 A350 관련 각 대출에 있어 대

출원금 사용 감소(reduced drawdown of principal)

·    이행조치 13, 17: A380, A350 관련 대출과 각 항공기 런칭 사이의 시간 경과로 인한 인과관계

의 희석

·    이행조치 12, 18: A380 인도의 취소 또는 완료, 그리고 특정 시장에서의 A350 인도의 완료 또

는 전환으로 인하여, 해당 주문들에서 비롯된 부정적 효과의 종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패널은 EU의 주장대로 보조금으로 인한 효과가 제거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i) 비교 대상으로서 가정적 상황(counterfactual)과 (ii) 현재의 시장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참

고 기간으로서 reference period, (iii) 제1차 이행분쟁에서 각 보조금의 효과와 관련된 판정 내용, 

(iv) 제1차 이행분쟁에서 고려된 기간 이후 현재까지 그러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

하여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부정적 효과가 아직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 EU가 주장하는 조치

들(Measure 9-18)로 인해 보조금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및 보조금협정상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의 유형에 따라 보조금이 부정적 효과의 원인이 된 정도(extent)에 대해서도 추

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현 시점에서 부정적 효과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패널은 

counterfactual과 reference period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counterfactual 관련, EU는, 보조금을 철회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지

속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행기간 종료시에 보조금이 철회되었다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황을 

counterfactual로 하여 이를 실제 시장 상황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패널은 이러한 접근법이 보조금을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이행기간 종료 이

전을 포함하는) 사전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counterfactua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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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본건 분쟁에서 문제된 보조금이 없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보조금이 없었을 때의 가정적 상황과 관련하여, 제1차 이행분쟁 당시 상소기구는 A380과 

A350 관련 각 대출로 인해 2011. 12. 1-2013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4) 보조금협정 제6.3조(a)-(c)에

서 정하는 부정적 효과(lost sales, impedance)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바, EU는 상소기구가 각 항

공기의 런칭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위와 같은 상소기구의 판단

은 2011. 12. 1-2013년 말까지의 기간에는 보조금이 없었더라도 각 항공기는 이미 시장에서 주문

과 인도가 모두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EU는 보조금

이 아니었더라면 에어버스가 가정적으로 A380을 2002년경, A350을 2007/2008년경 런칭할 수 있

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EU측 주장과 달리 상소기구의 판정은 A380과 A350은 각 보조금이 없었다

면 항공기의 런칭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말까지 아예 런칭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패널은 먼저 부정적 효과와 관련된 EU측의 모든 주장은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항공기 런칭이 단

순히 지연되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제1차 이행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A380과 A350 관련 각 보조금의 효과를 합산하여 평가

할 것을 밝혔고, 관련 상품 시장과 일반적인 경쟁 조건은 제1차 이행분쟁에서 판단된 바와 마찬가지

라고 보았습니다.5)

다음으로, 패널은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2013년 이후) 에어버스의 시장 경쟁력, 재

정적 상황, 기술 및 생산 관련 능력 및 각 항공기6)에 대한 수요를 평가하였는데, 모든 측면에서 보조

금이 없었다면 에어버스의 상황은 실제 나타났던 것보다 부정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없었더라도 에어버스가 각 항공기 프로그램을 추구하

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는지(“viability” analysis)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A380과 관련하여, 패널은 2013년 이후 A380에 대한 수요와 A380에 대한 에어버스

의 전략적인 이해관계, 당시 에어버스의 가정적인 시장 경쟁력 및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조

금이 없었다면 2013년 이후 A380은 주문과 인도 모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A380 관

련 보조금이 해당 항공기가 시장에 존재하는 원인(“genuine and substantial cause”)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4)    이를 본건 판정문에서는 the First Compliance Reference Period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제1차 이행분쟁에서 보조금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패널보고서, para. 7.261 참조.

5)    패널은 A380이 A350보다 6년 먼저 런칭되었다는 점에 따라, A380 관련 보조금이 A380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과 A380 관련 
보조금이 A350에 미친 간접적인 영향 및 A350 관련 보조금이 A350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때 대상 항공기에는 A380, A350 뿐 아니라 (the First Compliance Reference Period 이후인 2014년 런칭된) 
A330neo라는 기종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EU는 패널의 심리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나, 패널은 그 심리 
권한에 속하는 A380, A350 관련 조치들이 현재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A330neo를 함께 
검토할 뿐이라고 하면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패널보고서, paras. 7.304-3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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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A350 관련, 패널은 A380과 달리 A350의 경우 에어버스가 이를 런칭할 때 얻을 수 있

는 전략적인 이익이 많았으며, A350과 같은 항공기 모델에 대한 수요도 충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패널은 한편으로는 2013년 이후 에어버스의 가정적인 재정적 상황이 실제보다 부정적이었을 것이

라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2014년 초반에는 (보조금 없이도) A350을 런칭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항공기 런칭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재

정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EU측 주장에 따라 런칭과 실

제 인도 사이에 약 8년의 시차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도의 지연으로 

인해 에어버스가 경쟁사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판매를 제안(offer)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

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330neo와 관련하여서는, 비록 2013년 이후 에어버스의 가정적인 재정적 상황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가정적 상황에서 에어버스가 A330 시리즈에 대한 강력한 출시 

유인이 있었다는 점 및 선행 시리즈인 A380과 A350이 없었더라도 기술적으로 A330neo가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A380 및 A350 관련 보조금이 A330neo가 시장에 존재

하는 원인(“genuine and substantial cause”)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부정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 기간인 reference period에 대해, EU는 제1차 이행분쟁

의 상소기구 판정이 채택된 2018. 5. 28. 이후부터 최소한 현재까지를 reference period로 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굳이 어느 

한 시기를 특정할 필요 없이 당사국이 제출하는 모든 관련 주장과 증거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하였

습니다.

 제7.8조 중 부정적 효과의 제거(removal of the adverse effects) 관련 판단: (2) 인과관계 단절 여부 

관련 판단

EU는 이행조치 9, 14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의 철회를 통해A380, A350 관련 각 

대출의 혜택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부정적 효과가 제거되었다는 판단을 내림

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패널은, 혜택의 소멸에 중점을 둔 방법론을 

통해 보조금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동 분쟁의 경우 문제

되는 보조금의 효과는 그로 인해 상품의 시장 출시 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같은 접

근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EU는 대출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 당사자들이 가졌

던 기대에 따라 보조금의 수명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 체결 이후 예기치 못한 계약 수정에 대

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접근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행조치 10, 15와 관련하여, EU는 각 항공기 런칭 이후 에어버스가 (보조금과 무관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였고, 현재 시장 상황은 이로 인한 것이므로 더 이상 보조금과 부정적 효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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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우선, 보조금이 없었다면 A380은 출시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을 상기하면

서, 이에 대한 에어버스의 투자도 결국 보조금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350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없었다면 2013년 말까지는 출시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종전의 판단에 

따라, 2014년 이전까지 에어버스가 투자한 것은 보조금을 통해서 A350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패널은 보조금이 없었던 가정적 상황 하에서 에어버스가 2013년 말

경에 A350을 런칭한 후에도 재정적 상황 등의 어려움에 따라 실제 인도까지 시차가 있었을 것이라

는 판단을 전제로, (패널이 채택한) counterfactual상으로는 실제 에어버스가 A350에 대규모 투자

를 한 시기가 막 해당 항공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을 단계이므로 그와 같은 투자를 할 유인이나 자원

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행조치 10, 15와 관련하여, EU는 에어버스가 프랑스의 A380 및 A350 관련 대출과 

영국의 A350 관련 대출에 따라 가능한 것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렇듯 보조금의 크기(magnitude)가 감소한 것은 부정적 효과의 정도(degree)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

에, 결국 이로 인해 보조금과 부정적 효과 간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패널은, 보조금을 가능한 것보다 덜 사용했더라도 이는 원래 보조금을 준 취지대로 각 

항공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들이 실제 그 시점에 시장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행조치 13, 17과 관련하여서는, A380과 A350 관련 각 보조금과 해당 항공기들의 런칭 간에 시

차를 고려하면 보조금으로 인해 실제 항공기 런칭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판매 또는 

인도와 관련된 부정적 효과의 원인도 될 수 없다는 EU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패널은, 이러한 EU의 주장은 결국 보조금이 없었더라도 각 항공기를 2002년과 2007

년경 각 런칭할 수 있었다는 잘못된 counterfactual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EU의 주장

을 기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조치 12, 18과 관련하여, EU는 A380의 인도가 취소 또는 완료된 사례 및 A350

의 인도가 완료 또는 다른 항공기로 변경된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사례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

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패널은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 이행조치에 대한 주장에 더하여, EU는 앞서 보조금의 철회 부분에서 살핀 것과 유사하게 에어

버스가 2019. 4. A380 프로그램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는 보조금으로 인한 (A380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사건(“intervening event”)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

니다. 패널은, 그러한 선언과 무관하게 부정적 효과는 A380을 생산하고 인도하는 동안은 계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현 시점에서(“at present”) 부정적 효과가 제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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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관련 판단: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의 유형별 부정적 효과의 검토

제소국인 미국은 보조금협정 제6조의 심각한 손상의 유형에 따라서 부정적 효과를 달리 주장하

였습니다. 

먼저 수입 대체 또는 방해(impedance and/or displacement of imports)와 관련하여, 미국은 

문제된 보조금으로 인해 중국, EU, 한국, 싱가포르, UAE의 VLA 시장(very large aircraft, A380 관

련 상품시장)7)과 twin-aisle 시장(A350 관련 상품시장)8)에서 수입 대체 또는 방해 효과가 발생하였

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패널은, 먼저 VLA 시장과 관련하여 에어버스와 보잉의 2011-2018년 사이의 인도 물량

과 시장점유율 데이터를 검토하고, A380 관련 보조금으로 인해 해당 항공기가 싱가포르와 UAE에서 

보잉 항공기의 수입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9) 다만, 수입 대체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시장점

유율 분석 결과 각 시장에서 A380이 경쟁 모델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twin-aisle 시장과 관련하여, 패널은 에어버스와 보잉의 시장점유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A350이 중국과 EU, 한국, 싱가포르 시장에서 보잉 항공기에 대한 수입 방해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문제된 보조금으로 인해 글로벌 VLA 시장 및 twin-aisle 시장에서 수입품의 판

매 상실(lost sales)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VLA 시장과 관련하여, 패널은 미국이 제출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상실 사례들을 검토

하였습니다. 패널은, 결론적으로 미국이 제출한 각 사례에서 A380이나 경쟁 모델과 같은 종류의 대

형항공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보잉이 수주하였더라도 취소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발견되거

나, 또는 미국이 함께 제출한 관련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미 과거에 이루

어진 수주건이 아직 인도 전이라는 것 외에 현재(“at present”)에도 판매 상실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twin-aisle 시장과 관련하여서도, 미국은 구체적인 판매 상실 사례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패널은 해당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2013년 이후에 같은 시장에서 모든 주문을 A350이 수주하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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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될 논문과 관련하여 논문의 저

자·편집위원·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여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금지) 

저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

절 등 연구윤리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윤리위반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하거나 삭제

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를 그 출처와 함께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4. “자기표절”은 자신의 논문을 상당 부분 이중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논문의 학술적, 산업적, 정책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동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자격을 부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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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결과물의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예정이거나 출판심사 중

인 연구결과 포함)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저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여타 학술지에 중복해서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투고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저자는 「통상법무정

책」 편집자에 대하여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이후 그 연구결과의 재분석을 통한 검증을 목적으

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오로지 당해 목적으로만 연구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및 그 저자의 사

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인용 표시방법)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

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고, 일반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자료를 논문 

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해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

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⑤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

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⑥ 저자는 연구방향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자료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의 편집방법) 

① 편집위원은 「통상법무정책」에 투고된 논문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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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고, 일반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자료를 논문 

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해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

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⑤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

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⑥ 저자는 연구방향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자료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의 편집방법) 

① 편집위원은 「통상법무정책」에 투고된 논문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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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집위원은 「통상법무정책」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

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평

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비공개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

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통지의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

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

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본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

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과 저자와의 사적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

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게재된 본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해당 논문의 내

용을 인용 또는 참조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

위원, 논문연구자가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

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연구윤리위원회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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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사실을 알린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칙) 

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의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5인 이내의 연구윤리

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 및 기타 사정에 의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윤

리위반행위의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허위제보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조사의 최종 결과보고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위반행위

3.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③ 조사결과보고서는 일정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으며, 보관시에는 관련 사항이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행위

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 (재심의) 

① 피 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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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집위원은 「통상법무정책」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

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평

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비공개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

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통지의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

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

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본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

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과 저자와의 사적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

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게재된 본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해당 논문의 내

용을 인용 또는 참조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

위원, 논문연구자가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

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연구윤리위원회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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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사실을 알린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칙) 

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의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5인 이내의 연구윤리

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 및 기타 사정에 의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윤

리위반행위의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허위제보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조사의 최종 결과보고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위반행위

3.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③ 조사결과보고서는 일정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으며, 보관시에는 관련 사항이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행위

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 (재심의) 

① 피 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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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심의 기구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연구윤리위원 중 선임한 5인 이내 위원으로 구

성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각 호의 제

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사실의 공지

3. 향후 2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4. 기타 적절한 조치

제20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연구윤리위반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학술지의 최종적 조치가 취

해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21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편집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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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제정 2021년 11월 17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할 투고논문의 심사 및 편집

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심사대상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투고논문

의 체제와 분량은 ‘「통상법무정책」투고논문 기고 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통상법무정책」誌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될 원고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편집위원회

를 둔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7인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국내외 법학·경제·경영학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분야 전문가 중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장 및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편집

위원 중 1인을 편집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통상법무정책」誌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무정책」誌의 편집

2. 원고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및 전문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 취소 여부 결정

4. 기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상법무정책」誌 발간을 위한 기본 방침과 편집방향

2. 기타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편집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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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심의 기구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연구윤리위원 중 선임한 5인 이내 위원으로 구

성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각 호의 제

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사실의 공지

3. 향후 2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4. 기타 적절한 조치

제20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연구윤리위반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학술지의 최종적 조치가 취

해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21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편집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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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통상법무정책」誌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될 원고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편집위원회

를 둔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7인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국내외 법학·경제·경영학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분야 전문가 중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장 및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편집

위원 중 1인을 편집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통상법무정책」誌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무정책」誌의 편집

2. 원고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및 전문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 취소 여부 결정

4. 기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상법무정책」誌 발간을 위한 기본 방침과 편집방향

2. 기타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편집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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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법무정책 편집위원의 위촉

2. 제4조 제4항의 간사 및 편집자문위원의 지명

3. 제6조 제1항의 편집위원회 회의 주재

4.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5. 통상법무정책 원고 게재 여부 및 제반사항의 결정

6. 기타 「통상법무정책」誌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편집회의를 소집하며 편집위원장의 판단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편집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후임자 충원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이미 

착수한 업무는 충원 후에도 완결한다.

③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편집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편집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의 임무)

① 편집위원은 「통상법무정책」誌의 발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무정책」誌의 편

집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그 직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편집자문위원은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법무정책」誌의 발간과 관련한 추가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은 편집회의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제9조 (심사 대상) 

①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될 모든 논문(판례평석 포함)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론, 

자료 및 기록물, 연구노트, 서평, 동향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논문은 「통상법무정책」誌의 논문기고요령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

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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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무정책」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 당 3인

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대학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법조실무 경력 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

원회는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전문가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전문심사위

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4.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④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지체 없이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 결과를 신속히 편집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 기준) 

투고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작성요령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6. 연구윤리준수

7.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의 질적 수준과 분량

8.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 (심사 절차) 

① 투고된 원고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심사 논문의 내용 중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삭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원고의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보고된 원고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보완 없이 게재가 가능한 때: 게재 가능

2. 수정·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수정 후 게재

3. 수정·보완 후 재심사가 필요한 때: 게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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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법무정책 편집위원의 위촉

2. 제4조 제4항의 간사 및 편집자문위원의 지명

3. 제6조 제1항의 편집위원회 회의 주재

4.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5. 통상법무정책 원고 게재 여부 및 제반사항의 결정

6. 기타 「통상법무정책」誌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편집회의를 소집하며 편집위원장의 판단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편집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후임자 충원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이미 

착수한 업무는 충원 후에도 완결한다.

③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편집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편집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의 임무)

① 편집위원은 「통상법무정책」誌의 발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무정책」誌의 편

집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그 직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편집자문위원은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법무정책」誌의 발간과 관련한 추가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은 편집회의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제9조 (심사 대상) 

①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될 모든 논문(판례평석 포함)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론, 

자료 및 기록물, 연구노트, 서평, 동향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논문은 「통상법무정책」誌의 논문기고요령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

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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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무정책」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 당 3인

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대학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법조실무 경력 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

원회는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전문가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전문심사위

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4.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④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지체 없이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 결과를 신속히 편집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 기준) 

투고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작성요령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6. 연구윤리준수

7.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의 질적 수준과 분량

8.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 (심사 절차) 

① 투고된 원고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심사 논문의 내용 중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삭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원고의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보고된 원고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보완 없이 게재가 가능한 때: 게재 가능

2. 수정·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수정 후 게재

3. 수정·보완 후 재심사가 필요한 때: 게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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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게재가 불가한 때: 게재 불가

② 각 논문이 본 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④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제출받아 편집위원장이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⑤ ‘게재 유보’로 판정된 원고는 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 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의 수정 또

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수정 또는 보완의 심사 결과 내용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을 수

정 또는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투고 철회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승인 없이 

무단 철회할 경우 투고자는 향후 투고 제한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유보에 대한 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수정 후 게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

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수정·보완 요구 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투고자는 게재 유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

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유보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이의 신청) 

① 투고논문에 대하여 게재 불가 결정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전항의 이의를 제기하면 7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재심사에 회부한다.

③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 및 게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

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7조 (투고논문의 게재) 

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로 판정한 투고논문은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한다.

② 「통상법무정책」誌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는 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상법무정책」誌는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에 발행한다. 단, 발행예정일이 토요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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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발행한다.

제18조 (자료의 전송)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무정책」誌를 데이터화하여 각종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등에 전송 및 

제공 할 수 있다.

제19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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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게재가 불가한 때: 게재 불가

② 각 논문이 본 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④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제출받아 편집위원장이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⑤ ‘게재 유보’로 판정된 원고는 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 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의 수정 또

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수정 또는 보완의 심사 결과 내용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을 수

정 또는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투고 철회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승인 없이 

무단 철회할 경우 투고자는 향후 투고 제한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유보에 대한 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수정 후 게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

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수정·보완 요구 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투고자는 게재 유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

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유보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이의 신청) 

① 투고논문에 대하여 게재 불가 결정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전항의 이의를 제기하면 7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재심사에 회부한다.

③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 및 게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

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7조 (투고논문의 게재) 

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로 판정한 투고논문은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한다.

② 「통상법무정책」誌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는 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상법무정책」誌는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에 발행한다. 단, 발행예정일이 토요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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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발행한다.

제18조 (자료의 전송)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무정책」誌를 데이터화하여 각종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등에 전송 및 

제공 할 수 있다.

제19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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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1. (원고의 양식)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

해 저자에게 반송될 수 있다.

2. (요건)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3. (논문사용권 등) 게재가 확정된 투고논문의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은 『통상법무정책』에 위

임된다. 다만 저자는 투고논문의 출처를 『통상법무정책』로 표기하는 경우에 한해 투고논

문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4. (제출) 작성 완료한 논문은 발행일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전자우편(email) 주소로 송부한다: 

TLPR@korea.kr

5. (작성 방법) 원고는 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6. (용지 설정) 글을 사용할 경우, A4 편집용지 기준 상하여백 15, 좌우 25, 머리말· 
꼬리말 15, 글자크기 13 point, 행간 160으로 하여 15매 이상(논문초록 및 각주 제외)

으로 한다. 영문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7. (초록) 투고자는 논문제출 시 참고문헌목록, 300단어 이내의 국문초록(국문이름, 국문소속 

표기)과 2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영문이름, 영문소속 표기)을 각각 5개의 핵심용어와 함께 

제출한다.

8. (표지) 논문 제출 시 제1면에 저자 성명, 논문제목을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한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 및 그 주소와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9. (저자) 기관저자일 경우에는, 저자 성명 대신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만약 2명이상의 저자

가 있는 경우 각 저자에 대해 ‘제1저자’와 ‘공동저자’ 여부를 표시해야 하고 각 저자들의 소속

을 명기해야 한다. 이 때 만약 이러한 제1저자 및 공동저자의 구분표시가 없는 경우 명기된 

순서에 관계없이 모든 저자를 공동저자로 본다. 

10. (목차) 원고 제2면에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를 표시한다. 목차는 'Ⅰ, Ⅱ, Ⅲ, …', 

'1, 2, 3, …', 1), 2), 3)…, '⑴, ⑵, ⑶,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그 제목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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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표와 그림) 게재할 표와 그림은 각각 <표 1>, <그림 1>과 같이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자료

의 출처를 명시한다.

12. (각주) 각주(footnote)는 본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해당 쪽(page)의 하단에 

기재하며, 글자의 크기는 8 point로 한다.

(각주 예)

  ① 홍길동, “WTO에서의 조약 해석”, ｢국제통상법무｣, 제1권 제1호(2021), pp. 1-10.

  ② 산업통상자원부 편, 「통상분쟁」(출판사, 2021), pp. 10-20.

  ③ 상게서, p. 30.

  ④ 김○, “대미 통상 대응전략”, 홍길동 (편), 「통상정책」(출판사, 2021), pp. 101-110.

  ⑤ Amrita Bahri, “Women at the Frontline of COVID-19,”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3, Issue 3, (2020), pp. 563-582.

  ⑥ Ibid., p. 720.
  ⑦ 홍길동, 전게논문, p. 7.

  ⑧ Bahri, supra note 5, p. 290.

  ⑨ Felicity Deane, Emissions Trading and WTO Law: A Global Analysis (Edward 

Elgar Pub, 2015), pp. 15-25.

13. (참고문헌) 본문·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상세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참고 문헌은 한국문헌, 기타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의 순서로 배치하고 국

문문헌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각 문헌의 구체적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간행물이름, 권(Vol), 호(Issue), 년도, 페이지 순

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명, 도서이름,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

상), 출판지, 출판사, 연도,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② 간행물 이름이나 도서 이름은 국내문헌의 경우 「 」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

시한다. 

(참고문헌 예)

  홍길동, “WTO에서의 조약 해석”, 「국제통상법무」, 제1권 제1호, 2021. 

  김○, “대미 통상 대응전략”, 홍길동 (편), ｢통상정책｣, 출판사, 2021. 

  Bahri, A., “Women at the Frontline of COVID-19,”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3, Issue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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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1. (원고의 양식)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

해 저자에게 반송될 수 있다.

2. (요건)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3. (논문사용권 등) 게재가 확정된 투고논문의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은 『통상법무정책』에 위

임된다. 다만 저자는 투고논문의 출처를 『통상법무정책』로 표기하는 경우에 한해 투고논

문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4. (제출) 작성 완료한 논문은 발행일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전자우편(email) 주소로 송부한다: 

TLPR@korea.kr

5. (작성 방법) 원고는 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6. (용지 설정) 글을 사용할 경우, A4 편집용지 기준 상하여백 15, 좌우 25, 머리말· 
꼬리말 15, 글자크기 13 point, 행간 160으로 하여 15매 이상(논문초록 및 각주 제외)

으로 한다. 영문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7. (초록) 투고자는 논문제출 시 참고문헌목록, 300단어 이내의 국문초록(국문이름, 국문소속 

표기)과 2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영문이름, 영문소속 표기)을 각각 5개의 핵심용어와 함께 

제출한다.

8. (표지) 논문 제출 시 제1면에 저자 성명, 논문제목을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한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 및 그 주소와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9. (저자) 기관저자일 경우에는, 저자 성명 대신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만약 2명이상의 저자

가 있는 경우 각 저자에 대해 ‘제1저자’와 ‘공동저자’ 여부를 표시해야 하고 각 저자들의 소속

을 명기해야 한다. 이 때 만약 이러한 제1저자 및 공동저자의 구분표시가 없는 경우 명기된 

순서에 관계없이 모든 저자를 공동저자로 본다. 

10. (목차) 원고 제2면에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를 표시한다. 목차는 'Ⅰ, Ⅱ, Ⅲ, …', 

'1, 2, 3, …', 1), 2), 3)…, '⑴, ⑵, ⑶,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그 제목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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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표와 그림) 게재할 표와 그림은 각각 <표 1>, <그림 1>과 같이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자료

의 출처를 명시한다.

12. (각주) 각주(footnote)는 본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해당 쪽(page)의 하단에 

기재하며, 글자의 크기는 8 point로 한다.

(각주 예)

  ① 홍길동, “WTO에서의 조약 해석”, ｢국제통상법무｣, 제1권 제1호(2021), pp. 1-10.

  ② 산업통상자원부 편, 「통상분쟁」(출판사, 2021), pp. 10-20.

  ③ 상게서, p. 30.

  ④ 김○, “대미 통상 대응전략”, 홍길동 (편), 「통상정책」(출판사, 2021), pp. 101-110.

  ⑤ Amrita Bahri, “Women at the Frontline of COVID-19,”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3, Issue 3, (2020), pp. 56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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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문헌) 본문·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상세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참고 문헌은 한국문헌, 기타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의 순서로 배치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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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행물 이름이나 도서 이름은 국내문헌의 경우 「 」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

시한다. 

(참고문헌 예)

  홍길동, “WTO에서의 조약 해석”, 「국제통상법무」, 제1권 제1호, 2021. 

  김○, “대미 통상 대응전략”, 홍길동 (편), ｢통상정책｣, 출판사, 2021. 

  Bahri, A., “Women at the Frontline of COVID-19,”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3, Issue 3, 2020.



2023. 5. 31(수)

2023. 4. 7(금)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 통상법무정책 담당자(Tel. 044-203-4885)



2023. 5. 31(수)

2023. 4. 7(금)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 통상법무정책 담당자(Tel. 044-203-4885)

통상법무정책 2023년 상반기(제5호)

기고 논문 모집

산업부 학술지「통상법무정책」의 2023년 상반기호(제5호) 발간을 위하여 기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2년 상·하반기호에는 국내외 변호사·회계사·학자·공직자 등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법무 7편, 정책 6편 등 총 13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매 호 마다 3,000부 이상의 인쇄본이 정부, 공공기관, 학계, 민간기업 등 각 처에 배부되고, 전자적 형태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분야 관련 연구의 장려를 위해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심사를 거쳐 기고가 확정된 논문에는 
소정의 고료가 지급되며, 연말에 최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2021년 4월 15일 등록 (11-1450000-000166-09)
2021년 5월 31일 발행 (창간호)

발행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 승 욱

편집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김 정 일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주소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팩스 : 044-203-4807  /  E-mail: tlpr@korea.kr
홈페이지 : www.motie.go.kr

인    쇄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02-2285-5278

Vol. 1
May 31, 2021

Publisher Moon, Sung-wook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ditor Kim, Jeongil 
Deputy Minis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Legal Affairs

Published biannually b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위원회

편집 위 원 장 김성열(통상법무정책국장)

편  집  위  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안덕근(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록(통상법무기획과장)
정영진(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하늘(통상분쟁대응과장)
(가나다라 순)

2022

4
December  16, 2022

Roh, Keonki

Lee, Chang-yang

(제4호)12월 16일 발행 (제4호)

노 건 기

심진수 (통상법무정책국장)

고상미 (통상법무기획과장)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가나다라 순)

(주)어진기획  044-414-9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