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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도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은 통상·제조 강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상 최대의 무역·투자 실적을 기록하는 등, 2021년 

한해는 대단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통상질서는 대전환기적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간 갈등이 산업과 기술 분야 전반으로 확대되어 위기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과거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통상질서

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백신 민족주의 등 새로운 흐름을 

중심으로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및 탄소 중립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범세계적 과제가 

목전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통상 선도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축적된 통상역량을 모아 총체적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新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 수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통상법무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대한민국 통상역량 강화를 목표로 발행 

중인 전문 간행물입니다. 금년 상반기 발행된 창간호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행된 하반기호에는 

총 7편의 법무·정책분야 논문이 기고되었으며, 디지털 통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포함되어 정부의 정책담당자, 학계 관계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두 차례의 WTO 상소기구 아시아포럼 결과, WTO 판례평석 

등 통상교섭본부가 올 한해 통상역량강화 차원에서 추진한 여러 노력의 결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법무정책을 통해 한 땀 한 땀 축적된 전문성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통상 

선진국’ 이자 ‘Global Rule Setter’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상법무정책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통상정책을 반추하고, 글로벌 통상법무·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통상 전문 간행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통상법무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번 하반기호 발간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여 한 구





디지털 통상 자유화와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   1

디지털 통상 자유화와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국제통상법센터장
dskim@shinkim.com

디지털 협정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범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규범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

고 있다. 디지털 협정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정당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규제권

한을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협정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허용하는 ‘정당한 정책목적’이 무

엇이고, 어떻게 그러한 정부규제가 무역자유화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디지털 협정은 일반적으로 GATT 제20조 또는 GATS 제14조의 일반예외를 준용하고, GATS 제14조 bis와 

유사한 안보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밖에 특별히 ‘정보의 국경간 이동’과 ‘컴퓨터 현지화 요구 금지’와 관

련하여 정부의 규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특별예외 조항들은 GATT 및 GATS 협정뿐 아니라 

TBT협정의 규정방식과 용어도 차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협정의 예외조항들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디지털 협정

의 목적과 규율대상이 GATT나 GATS협정과 다를 뿐 아니라, 지역협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 협정들은 

협정마다 정부의 규제권한을 규정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용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협정상 특별예외 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TBT 제2.2조 및 이에 관한 

WTO 상소기구의 해석을 상당부분 원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디지털 협정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명시

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규제권한의 한계를 설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TBT협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실

제로 디지털 협정의 특별예외조항들은 TBT협정 제2.2조와 매우 유사한 규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GATT 및 GATS 일반예외 조항들과 관련 WTO 법리를 디지털 협정의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데이터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GATS 및 GATT상 일반예외 법리에 상

당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GATT 및 GATS 일반예외 조항에 명시되지 않는 ‘정당한 정책 목

적’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관련 규제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GATS 제14조 (혹은 GATT 제20조)를 

매우 유연하게 해석,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디지털 협정의 특성을 감안할 때, 디지털 관련 국제규범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이버 안보, 개인정보 보

호,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등 건전한 온라인 경제환경 구축과 관련된 국내 법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나라가 추구해야 할 정당한 정책적 가치가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디지털 통상, 전자상거래, 디지털 협정, 정당한 정책목적, 규제권한, 데이터 거버넌스, GATT 일반예외, 

GATS 일반예외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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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디지털 통상협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

은 2000년 이후부터다. 디지털 협정은 지역

통상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에 하나의 챕터로 포함되어 있거나 독

립된 지역협정 형태로 존재한다. 2000년 이

후 체결된 350개 지역협정 중 183개협정에 

디지털 협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

의 디지털 통상협정은 2021년 5월 발효된 

EU와 영국간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TCA)이다.1

‘디지털’은 아날로그에 대응하는 과학적 개

념이지만,2 규범으로서의 디지털 협정이 반드

시 디지털 방식에 의한 통상만을 규율하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디지털 협정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모두 아우르는 넓은 의

미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trade by 

electronic means)3 혹은 ‘전자적 수단으로 

가능하게 된 무역’(trade enabled by elec-

tronic means)4을 규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럼에도 많은 디지털 협정들이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이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 방식에 의한 상업적 활동 

및 이에 대한 정부규제를 핵심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체

결된 디지털 협정들은 좁은 의미의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즉 전자적 방식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에 대한 규범에 머

물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 이용, 저장, 

처리, 이동되는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

nance)에 관한 규범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1 TCA, Part Two, Heading One (Trade), Title III (Digital Trade)

2 아날로그는 어떤 양이나 데이터를 길이, 각도, 세기, 전류 등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디지털은 
어떤 양 또는 데이터를 최소 단위의 이산적(離散的; discrete)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디지털 시계는 
연속되는 시간의 상태를 초 단위, 분 단위, 시 단위의 이산적인 숫자로 보여 주지만, 벽에 걸린 아날로그 시계는 시계바늘의 움직임으
로 연속되는 시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신호 전달에 있어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파 형태로 전송되는 데 비해, 디지털 신호는 
0과 1의 이진수 형태, 즉 불연속적인 ‘비트’의 형태로 전달된다. 오늘날 컴퓨터로 전송되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이다. 

3 예컨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제14.2조 제2항. 지역적·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제12.3조 제1항은 단지 “electronic commerce”라고 표현한다

4 TCA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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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협정은 일반 통상협정과 대비하여 

몇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디지털 협정

의 규율대상이 다면(多面)적이고 복합적이라

는 특징이 있다. 우선 디지털 협정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를 활성

화(facilitate)하기 위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

다는 점에서,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

missions)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디지털제

품(digital products)에 대한 비차별대우 원

칙, 전자서명과 전자인증, 전자송장(e-in-

voicing), 전자결제,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

한 규정들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나 종류가 

무한적으로 확장되고 디지털 기술이 경제활

동뿐 아니라 인간의 비경제적 내지 사회적 

생활에까지 깊숙이 침투하면서, 디지털 협정

은 건전한 디지털 경제환경 구축을 위한 복

합적 규범으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협정

의 규율대상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넘어,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적 문제 등, 디지털 경

제 시스템을 구축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슈들

로 확대되고 있다.5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를 뒷받침하는 규범 전반

을 다루는 포괄적 디지털 협정들이 나타나고 

있다.6

둘째, 디지털 협정은 수많은 지역협정 형태

로 존재하고 있고, 협정마다 규정방식에 차이

가 있어 디지털 규범이 파편화, 블록화되어 있

다. 그 결과 공통된 원칙과 일관성 있는 규범을 

도출하기 어렵다. 현재 디지털 협정들은 크게 

세개의 블록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블록은 

미국, 일본, 싱가폴 등 디지털 교역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협정들이

다.7 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간 무역협

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

ment: USMCA), 미국·일본간 디지털통상협

정((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USJDT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

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싱

가폴·호주간 디지털경제협정((Digital Econ-

omy Agreement: DEA)들이 이런 계열에 속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협정들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컴퓨터 설비의 현

지화 요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각국의 규제

권한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번째 블록은 EU가 주도하는 디지털 협

정이다. 2021년 체결된 TCA에 EU의 입장

이 잘 드러나 있다. TCA는 개인정보 및 프

라이버시 보호, 기후 변화, 문화적 다양성 등 

다양한 사회적·개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

여 당사국들의 규제권한을 넓게 인정하는 것

5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체결된 TCA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외에,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만한 온라인 환경’ 구축이 협정의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제196조): “The objective of this Title is to facilitate digital trade, to address unjustified 
barriers to trade enabled by electronic means and to ensure an open, secure and trustworthy online environment 
for businesses and consumers.” 

6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이 대표적인 예이다. DEPA는 CPTPP 가입국가 중 
무역개방도가 높은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에 2020년 체결되어 2021. 1. 7. 발효되었으며, 타 국가의 가입을 전제로 한 
개방형(open plurilateralism) 협정이다. 총 16개의 모듈(Module)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모듈은 AI, FinTech, 경쟁정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포괄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7 미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시장자율(voluntary undertaking)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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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이다.8 

세번째 블록은 중국 및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하여 체결한 RCEP이다. 

RCEP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하

고 컴퓨터 설비의 현지화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당사국들의 규제권한

과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국가의 규

제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TCA와 유사하지만, RCEP을 주도한 중국 

등 주요 당사국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 사회

적·개인적 가치를 중시한다기 보다는 국가주

의적 정책 가치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TCA와 구별된다. 예컨대 중

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의 수집, 이동, 처리에 언제든지 개입하고 통

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9 RCEP의 

느슨한 디지털 규범으로는 중국의 정부개입

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셋째, 디지털 협정의 또다른 특징은 각국

의 규제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러

한 규제가 디지털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

애가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규범의 주

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협

정도 디지털 방식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거

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세 및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GATT)이나 서비스협정(GATS)

처럼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과 시

장접근(market access)을 통해 무역 자유화

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협

정의 주된 규율대상이 전자상거래에서 데이

터 거버넌스로 옮겨지면서, 디지털 협정의 

목적도 데이터와 관련한 각국의 고유한 규제

권한(right to regulate)을 적절히 통제하고 

각국의 상이한 법제도를 조화시키는 데 주안

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규제권한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조치를 허용하는 

‘정당한 정책’이 무엇이고, 무역자유화의 관

점에서 규제조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디지털 협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협

정에서는 국가의 ‘규제권한’과 ‘무역자유화’

라는 서로 충돌되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장치

로 크게 두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첫째, 당

사국들에게 데이터의 역외 이전(cross-bor-

der data flows)을 허용할 의무와 컴퓨터 

설비 현지화 금지(computing facilities 

localization requirements)의무를 부과하

는 대신, 각국이 다른 ‘정당한 정책 목

적’(legitimate policy objectives)을 실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규정이다. 이를 편의상 “특별예외”라 

부르기로 한다. 둘째는 GATS 제14조 및 

GATT 제20조 일반예외 조항을 준용하고, 

GATT 제21조 및 GATS 제14조 bis와 동일

한 안보예외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를 편

8 TCA 제198조 (Right to regulate)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The Parties affirm the right to regulate within their 
territories to achieve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such as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social services, public 
education, safety, the environment including climate change, public morals, social or consumer protecti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cultural diversity.”

9 2020년 10월 공개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안보를 우선시하여 국가의 폭넓
은 개입을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데이터의 국외 이동을 허용치 않는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중국내에 보관하
여야 하고, 정보를 외국에 이전하려면 미리 정부기관의 보안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 중국인의 
권익을 해하거나 중국의 국가안보 또는 공공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의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중국 또는 중국기업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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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일반예외”라 부르기로 한다.

결국 디지털 협정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

은 정당한 정책에 의한 예외 조항들을 어떻

게 해석할 것인지, GATT나 GATS상 예외조

항들을 성격이 다른 디지털 협정에 어떻게 

준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 문제로 제기

된다. 무엇보다 디지털 협정마다 특별예외 

및 일반예외 조항을 규정하는 방식이 천차만

별이기 때문에 디지털 협정상의 예외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디지털 협정상 특별예외 및 일

반예외 규정의 바탕이 된 GATT 및 GATS

상 일반예외와 안보예외 조항, 그리고 기술

장벽협정(TBT) 제2조와 관련한 WTO 패널

과 상소기구의 해석 그 자체에 일관성이 결

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WTO협정과 성격이 

다른 디지털 협정에 이러한 WTO협정 조항

들을 준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먼저 주요 디지털 협정들이 어떻

게 정당한 정책에 의한 예외적 규제를 허

용하고 있는지를 개관해 보고, 다음으로 

그러한 예외조항들이 기초를 두고 있는 

GATT 및 GATS 일반예외 조항과 TBT 

제2조에 관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간략히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디

지털 협정의 특별예외 및 일반예외 조항

들에 대한 해석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Ⅱ. 디지털 협정상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조항 개관

디지털 협정에서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

한 정부규제를 허용하는 규제 조항들은 

WTO협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특별예외 

조항은 대개 GATT 제20조와 제21조, 

GATS 제14조 및 제14조 bis, TBT 제2.2항

에서 사용된 문구나 용어를 차용하고 있고, 

일반예외 조항은 GATS 제14조 및 GATT 

제20조 일반예외 조항을 막바로 ‘준용’(ap-

ply mutatis mutandis)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디지털 협정에서 사용되는 ‘정당한 정

책 목적’(legitimate public policy ob-

jectives 또는 public policy objectives)이

라는 용어도 GATS나 TBT에서 사용되는 비

슷한 용어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생각된

다.10 

여기서는 먼저 GATT 제20조와 제21조, 

GATS 제14조, 제14조 bis, TBT 제2.2항의 

구조를 간략히 살펴본 다음, 주요 디지털 협

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조항들을 살펴보

기로 한다.

1. GATT 제20조, 제21조, GATS 

제14조, TBT 제2.2조의 구조

GATT 제20조11는 일반예외(General Exc-

eptions)라는 표제 하에 “Subject to re-

10 10GATS Preamble에서는 “national policy objective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TBT 제2조에서는 “legitimate objectives”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1 GATT 제20조: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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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rement”로 시작되는 두문(chapeau)과 

“nothing in this Agreement”로 시작되는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문은 예외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arbi-

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이

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이어서

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본문의 각

호에서는 10가지 정당한 정책 목적을 열거하

고 있는데, 그 정책 목적과 예외조치와의 관계

는 “necessary to protect [또는 secure]”, 

“relating to”, ”for the protection of”, “in 

pursuance of”, “involving restrictions on 

exports of domestic materials necessary 

to ensure”, “essential to”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10개의 정책 목적 중 지금까지 실제로 

WTO분쟁에서 다루어진 정책 가치는 (a)호 선

량한 풍속(public morals), (b)호 인간이나 동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d)호 법률의 집행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g)호 천연자원의 보전(conservation of ex-

haustible natural resources)이다. 

한편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를 

규정하고 있는 GATT 제21조12는 제20조에

서와 같은 두문이 없다. 또한 필수적인 안보

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hich it consid-

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es-

sential security interests” 라는 문구를 두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GATS 제14조13는 GATT 제20조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조치를 정

(d)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g)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

12 GATT 제21조: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 or
(b) to prevent any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 relating to fissionable materials or the Materials from which they are derived;
(ii) relating to the traffic in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and to such traffic ion other goods 

and materials as is carried o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military establishment;
(iii)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c) to prevent any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in pursu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13 GATS 제14조: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5 legitimate purpos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c)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i)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or to deal with the effects on default on service 

contracts;
(ii)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
(iii) safety

(d) dinconsistent with Article XVII [National Treatment],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s aim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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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하는 정책 목적은, 조세 관련 예외를 제외

하면, (a)호 공서양속[GATT 제20조 (a)항의 

‘public morals’에 ‘public order’가 추가

됨], (b)호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c)호 법률의 집행 등 세가지로 한정된다. 예외

조치는 이들 정책 목적을 보호 또는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necessary to protect or se-

cure)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BT협정은 서문(preamble)에서 각국 정

부가 정당한 목적(legitimate objectives)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술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

다.14 디지털 협정도 정부의 정당한 정책목

적에 의한 규제권한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TBT협정은 디지털 협정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한편 TBT협정 제2.2조는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unneces-

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가 

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무역제한

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TBT협

정은 이러한 요건을 GATT나 GATS처럼 예

외조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독립된 의무규정

인 제2.2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15 

2. 주요 디지털 협정상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 조항

디지털 협정에서 정부의 ‘정당한 정책목적’

에 의한 규제권한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시

작한 것은 2018년 CPTPP부터다. CPTPP 이

전의 디지털 협정들은 주로 전자적 방식에 의

한 서비스 제공이나 디지털 제품의 수출 등 좁

은 의미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

merce)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규정은 아예 없거나 있더라

도 구속력있는 의무규정이 아니었다. 따라서 

초기 디지털 협정에서는 ‘정당한 정책목적’에 

의한 특별예외를 둘 필요가 없었고, 단지 

GATS 제14조 일반예외 조항을 준용하는 규

정만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서 CPTPP는 처음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역외 이동을 보장하고 컴퓨터 설비

의 현지화 요구를 금지하는 등 구속력 있는 

디지털 거버넌스 규정들을 디지털 규범에 포

함시켰고, 이와 함께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

한 규제를 허용하는 특별예외 조항을 두기 

ensuring the equitable or effective imposition or collection direct taxes in respect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other Members;

(e) ,inconsistent with Article II [MFN],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s the result of an agreement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 .

14 TBT 서문 제6문: “Recognizing that “no country shall be prevented from taking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quality of products, or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th, of the environment, or 
for the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at the levels it considers appropriate,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they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and are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15 TBT 제2.2항: Members shall ensure that technical regulations are not prepared, adopted or applied with a view 
to or with the effect of cre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For this purpose, technical 
regulations shall not be 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 to fulfil a legitimate objective, taking account of 
the risks non-fulfilment would create. Such legitimate objectives are, inter alia: national security requirements; 
the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he environment. In assessing such risks, relevant elements of consideration are, inter alia: availabl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related processing technology or intended end-uses of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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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CPTPP 이후에 체결된 디지털 협

정들은 거의 예외없이 정당한 정책목적에 의

한 정부 규제를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는 

특별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CPTPP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주요 디지털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정책목적에 의한 규제조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CPTPP 이전의 디지털 협정들

CPTPP 이전의 대표적인 디지털 협정으로 

한·미 FTA(2012년 3월 발효), 한·캐나다 

FTA(2015년 1월 발효), 한·중 FTA(2015년 

12월 발효)를 들 수 있다. 우선 한미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에는 국경간 정보 이동

(cross-border information flow)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그 조항은 각 당사국이 

국경간 정보 이동에 불필요한 장애(unneces-

sary barriers)를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않도

록 노력(endeavor)한다는 규정에 불과했

다.16 따라서 당사국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의

한 규제권한은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일반예

외 조항에서 GATS 제14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이다.17

한·캐나다 FTA는 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일반적

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

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규

정만 두고 있다.18 한·중 FTA에는 한·캐나

다 FTA에 포함된 위와 같은 규정조차 없

다.19 다만 두 협정 모두 일반예외 조항에서 

GATS 제14조를 전자상거래 챕터에 준용하

고 있다.20

나. CPTPP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PTPP는 ‘국

경간 정보 이동’과 ‘컴퓨터 설비의 위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먼저 각국의 일반적인 규

제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다

음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허용할 의무 또는 

컴퓨터 설비의 현지화 요구를 하지 않을 의

무를 규정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정당한 정

책 목적’(legitimate public policy ob-

jectives)에 의한 규제조치를 허용하는 특별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CHAPTER 14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4.11: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16 한·미 FTA, Chapter 15, 제15.8조

17 한미 FTA, Chapter 23, 제23.1조: “2. For purposes of Chapters Twelv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Fourteen 
(Telecommunications), and Fiftee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XIV of GATS (including its footnotes)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XIV(b) of GATS include environmental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18 한·캐나다 FTA, Chapter 13, 제13.2조 제4항

19 한·중 FTA, Chapter 13 참조

20 한·캐나다 FTA, 제22.1조, 한·중 FTA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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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

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

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

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

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Article 14.13: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including requirements that seek to en-

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2.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

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

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

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

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위 규정들은 GATT 제20조와 제21조, 

GATS 제14조, TBT 제2.2조의 구조나 용어

를 차용하고 있다. 우선 CPTPP 제14.11조

와 제14.13조의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국의 규제권한은 GATS나 GATT에는 없고 

TBT 서문에만 존재하는 규정이다. 3항의 두

문과 (a)호는 GATS 제14조 또는 GATT 제

20조 일반예외 조항의 문구를 차용한 데 반해, 

(b)호는 TBT 제2.2조의 “technical regu-

lations shall not be more trade-re-

strictive than necessary to fulfil a le-

gitimate objective” 문구와 유사하다.

위 3항에서는 ‘정당한 정책 목적’이 무엇

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디지털 규범에 관련

되는 다양한 정책적 가치를 포섭하려는 의도

일 것이다. 따라서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에 열거된 여러 정책 목적들은 물론, 

GATT 제21조 및 GATS 제14조 bis에 규정

된 ‘안보이익’(security interests)도 모두 3

항의 ‘정당한 정책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TBT 제2.2조에서는 ‘국가안보상 요

건’(national security requirements)을 정

당한 목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위 3항의 두문에서는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GATT 제20조와 GATS 제14조, 

그리고 TBT 제2.2조에 명시된 ‘필요성’ 

(necessity) 문구, 즉 정부의 규제조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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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

다. 더욱이 3항 (b)호에서는 조치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required) 것

보다 정보 이동 또는 컴퓨터 사용을 더 제한

해서는 안된다고 표현함으로써, TBT 제2.2

조의 “necessary” 대신에 “require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PTPP는 이와 같은 특별예외조항 외에, 

GATS 제14조 일반예외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21 나아가 GATT 제21조 

및 GATS 제14조 bis와 유사하지만 그 보다 

더 넓은 안보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22

다. CPTPP 계열의 디지털 협정들

CPTPP가 체결된 이후, CPTPP의 디지털 

규범을 기초로 하여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둔 디

지털 협정들이 다수 체결되었다. USJDTA 

(2020년 1월 발효), USMCA (2020년 7월 발

효), DEPA (2020년 12월 발효), DEA(2020

년 12월 발효) 등이 그런 협정들이다. 이러한 

협정들은 CPTPP와 마찬가지로 국경간 정보 

이전을 허용할 의무와 컴퓨터 설비 현지화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는 대신 ‘정당한 

정책목적’에 의한 규제권한을 인정하는 특별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참여한 USJDTA와 USMCA

는 각국 정부의 규제권한을 명시한 CPTPP 제

14.11조 1항 및 제14.13조 1항과 같은 규정

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23 또한 정당한 정책목

적에 의한 정부규제를 허용하는 특별예외도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컴

퓨터 설비의 현지화 요건 금지에 대해서는 이

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24 이러한 규정방식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을 최소한으로 인정하

고 CPTPP보다 강력한 디지털 통상 자유화 규

범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다. 이에 반해 DEPA와 DEA는 CPTPP처럼 

각국의 일반적 규제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21 CPTPP 제29.1조 제3항: “3. For the purposes of Chapter 10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12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Chapter 13 (Telecommunications), Chapter 14 (Electronic Commerce) 
and Chapter 17 (State-Owned Enterprises and Designated Monopolies), paragraphs (a), (b) and (c) of Article 
XIV of GAT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XIV(b) of GATS include environmental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22 CPTPP 제29.2조: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a) …; or (b) preclude a Party from applying 
measures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its ow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23 예컨대 USJDTA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rticle 11.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Neither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f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measur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 that is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

24 예컨대 USJDTA 제19.12조는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rticle 19.12: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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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정당한 정책에 의한 특별예외를 데이터

의 국외 이전과 컴퓨터 설비의 현지화 금지에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USJDTA와 

USMCA는 CPTPP와 달리 정당한 정책 목적

과 규제조치 간의 필요성(necessity) 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데 반해, DEPA와 DEA에서는 

CPTPP와 마찬가지로 필요성(necessity) 문

구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다.25

한편 일반예외와 관련하여, USJDTA는 

GATT 제20조와 GATS 제14조를 모두 준

용하고 있는 반면,26 USMCA는 GATS 제14

조만을 준용하고 있다.27 DEPA와 DEA는 

GATT 제20조와 GATS 제14조를 모두 준

용하고 있다.28

라. RCEP 

2020년 11월에 체결된 RCEP은 제12장 

전자상거래 챕터에서 각국의 규제권한 내지 

규제재량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

는 디지털 주권을 우선시 하는 중국의 입장

과 경제의 디지털화가 늦은 동남아시아 국가

들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RCEP

은 CPTPP와 같이, 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

용할 의무와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를 금

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사국들이 정

당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it considers neces-

sary”)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29 뿐만 아니라, 그렇게 취해진 규제조

치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국들이 다툴 수 없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RCEP은 

GATS 제14조 일반예외를 준용하고 있다.30

마. TCA

2021년 5월에 발효된 TCA는 디지털 협정

의 목적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개방되

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

경”(open, secure and trustworthy online 

25 DEPA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rticle 4.3: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necessary” X]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26 USJDTA 제3조

27 USMCA 제32.1조

28 DEPA 제15.1조, DEA 제3조

29 RCEP 제12.14조(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와 제12.15조(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각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any measur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hat it considers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or
(b) any measure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Such 
measures shall not be disputed by other Parties.

30 RCEP, 제17.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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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for businesses and con-

sumers)31을 구축하는데 있음을 선언하고, 이

를 위해 EU와 영국정부는 ‘정당한 정책목

적’(legitimate policy objectives)을 실현하

기 위한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보유함을 확인

하고 있다.32 나아가 협정 첫머리에서 당사국

은 일반예외(general exceptions), 안보예외

(security exceptions), 금융건전성 제외

(prudential carve-out) 규정들에 따른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33 

TCA에서 EU와 영국은 정보의 국외 이전

을 보장할 의지가 있음(“committed to en-

suring cross-border data flows)을 천명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저장, 처리, 이

동함에 있어 자국내 컴퓨터 설비나 망을 사

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소위 ‘현지화

(localization) 요구 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

을 뿐,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

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데

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법률에 따른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34 또한 TCA는 디지털 통상

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사업자의 

사기적 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소비

자에게 사업자 및 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을 소비

자에게 확보해 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35 

이처럼 TCA가 정부의 규제권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EU가 이미 도입한 ‘일반

데이터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나, 입법을 추진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36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37등 

국내 규정들의 시행을 국제협정에서 보장하

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EU는 

디지털 경제에 관한 국내법 체계에 기초하여 

이를 국제 규범에 반영하려는 접근방식을 취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EU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도 EU 국내법에 

따른 규제권한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38 

Ⅲ. 디지털 협정에서 정당한 
정책목적에 의한 규제 
조항의 해석 방향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디지털 

31 TCA, 제196조 참조

32 32TCA, 제198조

33 TCA, 제199조

34 TCA, 제202조

35 TCA, 제208조

36 2020. 12. 15 입법안: Regulation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

37 2020, 12. 15 입법안: Regulation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 in the digital sector )

38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EU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바 있다.
Alt 4
[Parties/Members] may adopt and maintain the safeguards they deem appropriate to ensure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privacy, including through the adoption and application of rules for the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data. Nothing in the agreed disciplines and commitments shall affect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privacy afforded by the [Parties’/Members’] respective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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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들은 일반적으로 GATT 및 GATS의 일

반예외와 안보예외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GATT 및 GATS의 예외조항과 

TBT 제2.2조의 규정 방식이나 용어를 차용

한 별도의 특별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

나 이처럼 디지털 협정의 예외조항들이 

GATT, GATS, TBT 규정들에 기초하고 있

다고 하여, WTO 협정의 예외규정이나 관련 

법리를 디지털 협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

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하에서는 GATT와 GATS 일반예외 조

항 및 TBT 제2.2조에 대한 WTO 상소기구

의 해석을 살펴본 다음, 디지털 협정에 

WTO협정상 예외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디지털 협정의 특별예외 

및 일반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GATT 및 GATS 예외조항, TBT 

제2.1조 및 제2.2조에 대한 WTO 

상소기구의 해석 

가.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 

일반예외

WTO 상소기구는 GATT 제20조와 GATS 

제14조를 GATT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조

치를 제한적으로 정당화하는 예외규정으로 인

식하고 있다.39 따라서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

는 조치가 제20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제소국이 항변(defense)으로 주장

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도 피제소국이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상소

기구는 매우 정교한 필요성(necessity) 법리

를 발전시켜 예외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해석하

여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예외 해당 여부가 

문제된 약 45건의 분쟁사건 중에서 예외가 인

정된 것은 EU-Asbestos 한 건에 불과하다. 

WTO 상소기구는 GATT상 일반예외 법리를 

GATS 제14조의 일반예외에 대해서도 확장하

여 적용하고 있다.40

이와 같은 상소기구의 입장은 GATT가 추

구하는 ‘무역자유화’ 목적을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가 언급하는 다른 정책적 

가치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사 피제소국이 다른 정당한 정

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치가 일단 수입품의 경쟁

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면 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피제소국이 상소기구가 

설정한 엄격한 예외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

지 못하면 그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WTO 상소기구의 해석 태

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른 정당한 정책 가

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41 

상소기구가 발전시켜온 ‘필요성’ 법리를 좀더 

39 패널보고서, US-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사건 (1989), para. 5.9: “[Article XX] provides for a limited and 
conditional exception from obligations under the other provisions … [and] applies only to measures inconsistent 
with another provision of [GATT].” WTO상소기구는 이 패널 입장을 승계하고 있다. 상소기구 보고서, Thailand – Cigarettes 
(Philippines) (2011), para. 176

40 US-Gambling (DS285) 상소기구 보고서, para. 307

41 예컨대 Caroline Henckels, Permission to Act: The Legal Character of General and Security Exceptions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69(2)(2020). Henckel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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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소기구는 우선 제20조

(a)(b)(d)호의 “necessary to protect (또는 

secure)”라는 문장 구조에 기초하여 문제의 

조치에 의하여 추구하는 목적이 각 호에서 언

급하는 정책적 가치를 보호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설계’(design)된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 해당 가치를 보호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necessary) 것인지를 검토하는 이른

바 두 단계 검토방법(two-tier test)을 사용하

여 왔다.42 먼저 조치가 추구하는 목적이 

(a)(b)(d)호의 정책적 가치를 보호 또는 확보하

기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

치의 설계(design)와 구조(structure), 실제 

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다. 다만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정책 목적의 중요성

에 대한 판단과 이를 위한 조치의 설계에 관하

여는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에 넓은 재량을 허

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다음으로, ‘필요성’(necessity) 여부에 관하

여, 상소기구는 ① 조치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가치의 중요성, ② 이런 목적이나 가치 실현에 

있어 해당 조치의 기여도, ③ 해당 조치의 무역

제한 정도, ④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덜 무역

제한적인 대안(alternatives)의 존재 여부 등

을 ‘비교형량’(weighing and balancing)하

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43 ① 내

지 ③에 의하여 일응(prima facie) 필요성이 

인정되면, 합리적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

소국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정교하

게 다듬어진 ‘필요성’ 법리에도 불구하고,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실제 사건에서 이른

바 종합적 분석(holistic analysis)을 해야 한

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상기 제반 요소들의 ‘비

교형량’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로, WTO패널과 상소기구는 쟁점조치가 진정

으로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지 

(genuine nexus of ends and means), 혹은 

제20조 두문(Chapeau)의 ‘자의적이거나 정

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조

치’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예외 인정 여부

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44 

GATT 일반예외에 관한 ‘필요성’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최근

의 사례가 US-Tariff measures사건이다.45 

따르면, 오늘날 국가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적 가치는 WTO협정의 기본 목적인 무역자유화와 마찬가지로 WTO설립협정 전문에 
명시된 ‘인류의 생활 수준의 향상’(raising standards of living)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등 인류의 공통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다른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를 WTO 협정 
위반으로 전제하고, 이에 대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상소기구의 접근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기존 
상소기구 논리대로 하면, 일반예외 조항에 언급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과 같은 중요한 정책적 가치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입장에서 Henckels는 협정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조치의 목적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42 상소기구 보고서, US – Gasoline, p. 22, DSR 1996:I, para. 20; Dominican Republic – Import and Sale of Cigarettes, 
para. 64; US – Shrimp, paras. 118-120; Brazil – Retreaded Tyres, para. 139; Thailand – Cigarettes (Philippines) 
(2011), para. 5.67

43 상소기구 보고서, Korea-Various Measures on Beef (DS169)(2000), paras. 161-164.

44 상소기구가 도입한 ‘비교형량’(weighing and balancing)에 대해서는, ‘비교형량’은 연방제도(federal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익이 충돌할 때 사법부가 이를 비교형량하여 국가 전체의 공동이익(common good)을 극대화하
는 판단기법이므로, 국가간 쌍무적 의무를 규정하는 통상협정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다. WTO 협정은 일종의 주권국가들간 쌍무적 계약이고 GATT 제20조나 GATS 제14조 일반 예외는 일종의 조약유보
(reservation)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가간 조약(treaty) 해석방법을 적용해야 하고, WTO 패널이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적 가치를 비교형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Nagy, Clash of Trade and National Public Interest in 
WTO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20. 1.) 참조

45 패널보고서, U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DS543) (2020. 9. 15). 이 사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통상법 301조 절차를 통해 1차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818개 품목(340억불 상당)에 대해, 2차로 5,745 품목 (2000억불 상당)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중국이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원칙 및 제2:1조 관세양허 위반을 이유로 미국을 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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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중국의 기술탈취 행위를 이유

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 (a)호 ‘선량한 

풍속’(public morals)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미국

은 위 관세부과는 중국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억제효과(disincentive)가 있으므로 미

국의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

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미국의 관세는 비

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물품에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설계(des-

ign)’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은 이러한 조치의 ‘설계’에 관한 

쌍방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위 종

합적인 검토(holistic examination)를 하여

야 한다는 이유로 바로 필요성(necessity) 

검토로 넘어갔다. 그런데 필요성 검토 단계

에서도 패널은 사실상 제반 요건의 비교형량

을 하지 않고 단지 쟁점조치의 ‘기여도’ 측면

에서, 미국은 중국의 비도덕적 행위가 행해

진 품목이라도 수입제한으로 인해 미국 경제

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품목은 빼고 관세부과

대상을 정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런 

점에서 미국은 관세부과조치가 선량한 풍속

이라는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는 사실, 즉 ‘목

적과 수단간의 진정한 관련성’(a genuine 

nexus of ends and means)을 충분히 설

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패널의 

판단을 보면 사실상 제20조 (g)호가 규정하

는 ‘천연자원 보호’와의 관련성(“relating 

to”) 판단과의 실질적인 차이를 찾기 어렵

고,46 상소기구의 제20조 일반예외 법리가 

형식적 도그마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나. GATT 제21조 및 GATS 제14조 bis 

안보예외

WTO 출범 전에는 제21조 안보예외가 몇 

개 분쟁에서 제기된바 있으나, WTO 출범 

이후에는 2016년부터 WTO 분쟁에서 안보

예외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

다.47 현재까지 안보예외 조항의 의미를 해

석한 패널보고서는 나왔지만48 아직 상소기

구의 판단은 나온바 없다.49 

Russia – Traffic in Transit 사건에서 

패널은 제21조는 필수적 안보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이 무엇인지와 그 필수

적 안보이익을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한지

(necessary)에 대해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

에 상당한 재량을 주는 조항이므로,50 어떠

한 조치에 대해 제21조 안보예외가 제기된 

사건이다.

46 상소기구 보고서, U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DS58)(1998), papa.141; 상소기구 
보고서, China-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Various Raw Materials (DS394, 395, 398)(2012), para,355: 
GATT 제20조 (g)호의 “relating to” 문구는 조치와 그 조치의 목적간에 ‘밀접하고 진정한 목적-수단 관계’(“close and genuine 
relationship between ends and means”)가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47 Russia – Traffic in Transit (DS512); United Arab Emirates – Measure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nd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S526); US –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DS 544, 547, 550, 551, 552, 554, 556)

48 패널보고서, Russia – Traffic in Transit (DS512)(2019. 4. 5.);

49 상소기구는 Argentina –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Goods (DS348)(2015) 사건에서 GATT 제21조를 제20조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조항인 것처럼 언급한 적이 있지만 큰 의미를 둘 만한 설시는 아니다: “We acknowledge that certain 
provisions of the GATT 1994, such as Atticles …XX and XXI, permit a Member, in certain specified circumstances, 
to be excused from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XI;1of the GATT 1994.”(para. 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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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제20조 일반예외와 달리, 그 조치

가 WTO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

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

라 패널은 먼저 러시아의 조치가 제21조(b)

호 (iii) – ‘전쟁 또는 기타 국제관계상 비상

사태시 취해진 조치’(a measure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

ternational relations)– 의 요건을 충족하

는지를 심리하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치가 GATT 협정

을 위반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51 

한편, 제21조 (b)호 두문에 포함된 “which 

it considers” 문구가 안보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주는지에 대하여 

패널은, 해당 국가가 ‘필수적 안보이익’이 무

엇인지, 조치가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결정할 재량(discre-

tion)이 있으나 그런 재량은 신의칙(good 

faith)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

르는 것이며, 단순한 무역 이익(trade in-

terests)을 안보이익으로 포장하여 협정상 

의무를 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

다. 따라서 안보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최

소한 자신이 생각하는 ‘필수적 안보이익’의 

진정성(veracity)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설명(articulate)할 의무가 있고, 나아

가 이러한 필수적 안보이익과 문제의 조치와

의 관계(connection), 즉 해당 조치가 일응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plausibility)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판시

했다.52

다. TBT 제2.1조와 제2.2조

WTO 상소기구는 TBT 제2.1조와 제2.2

조를 각기 별개의 의무 규정으로 본다. 다만 

기술규정에 대한 비차별의무를 규정하고 있

는 제2.1조를 해석함에 있어 제2.2조를 원용

하면서, 제2.2조를 GATT 제20조나 GATS 

제14조와 같이 의무위반 조치를 제한적으로 

정당화하는 예외규정으로 보지 않고, 제2.1

조가 규정하는 비차별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비

차별의무 위반의 조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US-Clove Cigarettes사건

(2012)에서 상소기구는, ‘기술규정’은 물품의 

특성이나 그 생산과정 및 방법에 의하여 물품

을 구별하는 것이므로 차별이 있다고 하여 막

바로 제2.1조에서 말하는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를 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점,53 TBT 제2.2조는 기술규정이 국제무역

에 대한 장애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필요

한(unnecessary) 장애, 즉 정당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무역제한 효과가 

더 큰 장애가 아니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는 점,54 TBT 서문에서 자의적이거나 정당

화할 수 없는 차별 혹은 위장된 국제무역 제한

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정책 실현을 위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55 TBT협정의 목

적은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와 

50 패널보고서, Russia – Traffic in Transit (DS512), para. 7.98

51 Id. paras. 7.108, 7.109

52 Id. paras 7.127-7.138

53 상소기구 보고서, US-Measures Affecting the Productions and Sale of Clove Cigarettes (DS406)(2012), para. 169

54 Id. para. 171

55 Id. paras. 17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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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규제 권한’(right to regulate) 사이

에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는 점56 등에 근거하

여, 오직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는 

설사 그로 인하여 수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

다 하더라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57 

이러한 상소기구의 입장은 US-Tuna and 

Tuna Products (2012)58와 US-Country of 

Origin Labelling(COOL)(2012)59 사건에서 

재확인되었다. 

입증책임에 관하여 상소기구는 제2.1조의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가 

있다는 사실은 제소국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한다. 제소국이 일응(prima facie)의 입

증을 하면 피제소국은 그런 불리한 대우가 

오로지 정당한 목적을 위한 구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고, 피제소국이 그러한 

입증을 하면 해당 조치는 제2.1조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60 

한편, 제2.2조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기

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un-

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가 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는 첫

번째 문장과,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무역제한적이

어서는 안된다’(technical regulations shall 

not be more trade-restrictive that is 

necessary to fulfill a legitimate ob-

jective)고 규정하는 두번째 문장에 ‘필요

성’(necessity)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서 GATT 및 GATS 일반예외에서의 필요

성(necessity)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

았다. 상소기구는 제2.2조의 맥락에서의 ‘필

요성’ 분석은 ① 기술규정의 무역제한성

(trade-restrictiveness), ② 동 규정이 정당

한 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degree of 

contribution), ③ 그런 정당한 목적을 실현

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 (risks of non-fulfill-

ment)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합리적

으로 이용가능한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적 조

치(alternative measures that may be 

reasonably available and that are less 

trade-restrictive)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야 한다고 했다.61

또한 상소기구는 제2.2조 두번째 문장의 

“more trade-restrictive than is neces-

sary to fulfill a legitimate objective”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제소국에 있

다고 한다. 제소국이 입증할 사항에는 ‘정당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조치’가 있다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했다.62

56 Id. paras. 94, 95, 174

57 Id. paras. 181, 182

58 상소기구 보고서, US-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DS381)(2012), paras. 215-216, 284

59 상소기구 보고서, US-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 (DS384, 386)(2012), paras. 271-272, 
293-294

60 전게 상소기구 보고서, US-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para. 216; US-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 para. 272

61 상소기구 보고서, US-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 paras. 368-378

62 Id. Para.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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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협정에서의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 조항의 해석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WTO협정 규정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은 디지털 협정의 예외조항

을 해석하는데 참고가 된다. 디지털 협정에

서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를 허용하

는 조항은 국경간 정보 이전과 컴퓨터 설비 

현지화 금지와 관련한 특별예외 조항과 

GATS 제14조 및 GATT 제20조 일반예외

를 준용하는 일반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두 

조항을 나누어 살펴본다.

가. 국경간 정보 이전과 컴퓨터 설비 현지화 

금지와 관련한 특별예외 조항

TBT 제2.2조는 디지털 협정상 ‘국경간 정

보 이전’과 ‘컴퓨터 설비 현지화 금지’와 관

련한 정당한 정책목적’에 의한 규제를 허용

하는 특별예외 조항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조

항이라 할 수 있다. TBT협정 전문은 제6문

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사기행위 방지 등 몇가지 정책 목적을 예시

하면서 국가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조

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다

만 그런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여서는 안된다는 단서

를 붙이고 있다.63 제2.2조는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s)이 국제무역에 대

한 불필요한 장애(unnecessary obstacles)

를 초래할 의도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서

는 안되며, 이를 위해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무역

제한적(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

essary to fulfill a legitimate objective)

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64 이 전

문과 제2.2조를 합치면 사실상 디지털 협정상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조항이 된다. 

실제로 TBT협정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정

면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협정

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협정상 ‘국경간 정보 이전’과 ‘컴퓨터 설비 

현지화 금지’와 관련한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해석, 적용함

에 있어서는 TBT 제2조에 관한 WTO 상소

기구의 해석을 상당부분 원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소

기구는 TBT협정의 서문에서 국가의 정당한 

목적에 의한 규제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TBT협정의 목적은 ‘무역자유화’(trade lib-

eralization)와 회원국의 ‘규제 권한’(right 

to regulate)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는 점65 등을 들어, 오직 정당한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한 조치는 설사 이로 인하여 수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금지되지 않

는다고 했다.66 이러한 논리는 디지털 협정

상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규정들에도 그대

로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국외 이

전을 제한하거나 컴퓨터 설비의 현지화를 요

구하는 조치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면 일단 협정위반을 구성하지 않

63 주석 19 참조

64 주석 20 참조

65 Id. paras. 94, 95, 174

66 Id. paras. 18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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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협정위반을 주장

하는 제소국은 해당 조치가 ‘정당한 목적 달

성에 필요한 것보다 더 강한 제한’(restric-

tions greater than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을 부과한다는 사실

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CPTPP와 CPTPP 계열의 디지털 

협정들은 특별예외 조항에서 정당한 정책에 

의한 제한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

crimination)이나 ‘위장된 무역제한’(dis-

guised restriction on trade)을 구성해서

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67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제소국에 있다고 해석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WTO 상소기구는 TBT협정 제2.2조

의 “necessary to fulfill a legitimate ob-

jective” 요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으면서도 더 무역제한적인 대안조

치’가 있음을 제소국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협

정에서도 TBT 제2.2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디지털 협정 중에는 이 조항에서 “necessary”

를 사용하지 않고  “required”를 사용한 경

우68가 있지만, “necessary”를 사용한 경우와 

해석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CPTPP 계열의 디지털 협정들과 달리, 

RCEP 디지털 협정은 정보 이전을 제한하거

나 컴퓨터 설비의 현지화를 요구하는 조치가 

정당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와 관련하여, GATT 제21조 안보예

외 조항에서처럼 “which it considers”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RCEP은 ‘필수적 안

보이익’을 위한 조치는 물론 다른 정책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도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조항들이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에 

최대한의 재량을 주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Russia-Traffic in 

Transit 사건의 패널이 제시한 것처럼, 신의

칙(good faith)이라든가, 정당한 정책의 진

정성(veracity) 설명의무, 정당한 목적을 위

한 조치로서의 일응의 타당성(plausibility)

과 같은 추상적 개념에 의하여 조치국의 재

량 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RCEP의 특별예외 조항은 ‘목적 달

성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규정’(no restrictions greater 

than are necessary/required to ach-

ieve a legitimate objective)도 포함시키

지 않고 있다.69 따라서 이 조항은 정당한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조치가 있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제한조치가 

정당한 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면 필요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나. 일반예외에서 GATT 및 GATS 예외규정 

준용과 관련한 문제점 

다음으로 디지털 협정의 일반예외 조항에서 

GATS 또는 GATT 일반예외 조항을 준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67 예컨대 CPTPP 제14.11조 제3항 (a)호, 제14.13조 제3항 (a)호

68 CPTPP, DEPA, DEA 등

69 RCEP 제12.14조 제3항, 제12.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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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GATS 또는 GATT 일반예외 규정

이 준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

는 문제다. 우선 ‘정보의 국경간 이전’이나 

‘컴퓨터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와 관련하

여 ‘정당한 정책 목적’에 따른 규제조치를 허

용하는 특별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이

러한 유형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GATT 및 

GATS의 일반예외 및 안보예외 규정을 준용

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특별예외 

조항들은 GATT나 GATS 일반예외 조항의 

구조나 용어를 일부 차용하고 있지만, 그와

는 양립하기 어려운 규정들이다. 따라서 이

런 특별예외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GATS 

및 GATT 일반예외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디지털 협정에는 ‘정보의 국경간 이

전’이나 ‘컴퓨터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 외에, 개인정보 보호, 스팸정보(unso-

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규제, 온라인 중개 서비스(interactive com-

puter service)의 내용과 방법 규제, 소스코

드 관련 규제, 사이버 보안, 소비자 보호, 거

대 디지털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혹은 

불공정거래 규제 등과 같은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조항에 

대해, 과연 GATS 및 GATT 일반예외 규정

이 준용될 수 있는가도 문제다. 이러한 조항

들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온라인 경제 

환경’(trustworthy online environment) 

구축을 위한 규제와 관한 규정들로서, 이에 

대해서는 각국의 고유한 규제권한이 인정된

다.70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규제는 그것이 

‘위장된 무역제한’에 해당하거나 달리 ‘자의

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하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협

정이 허용하는 정당한 규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규제들은 GATT 

및 GATS 일반예외 조항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조치와는다른 

성격의 규제들이고, 이런 점에서 오히려 

TBT 제2.1조 및 제2.2조가 적용되는 기술

규정과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디

지털 협정에 포함된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들

에 대하여는 GATS 및 GATT 일반예외 규

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결국 GATT 및 GATS 일반예외 규정

은 좁은 의미의 전자상거래 규정들71에는 막

바로 준용할 수 있을 것이나, 데이터 거버넌

스 관련 규정들에 준용할 때에는 상당한 수정

을 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협정에서는 ‘정당한 정책 목

적’ 실현을 위한 규제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정책 목적’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 일반예외 조항들은 그 조항에 열거

된 정책 목적에 한정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체결된 디지털 협정들 중에는 GATS 

제14조 (b)호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기후 변화 등 환경보호가 포함

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경우가 있

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

는 GATT 및 GATS 일반예외 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 다른 정당한 정책 목표들이 있을 

수 있다.72 이처럼 기존 WTO협정상 일반예

70 예컨대 TCA 제196조 참조

71 예컨대 종이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전자서명과 전자인증,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규정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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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조항에 명백히 포섭되지 않는 다른 정당

한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디

지털 협정에서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생각건대, 결국 GATS 제14조 

(혹은 GATT 제20조)를 디지털 협정에 준용

하면서 동 조항에 열거된 정책적 가치 이외

의 다른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수정을 하거나 해석상 유연성을 발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GATT 제20조 

(d)호와 GATS 제14조 (c)호의 ‘법령 준수 

확보를 위한 조치’(a measure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가 다른 정책적 목적을 수용하

기 위한 도구로 빈번히 인용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이 조항을 디지털 협정의 특성에 맞

게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맺는 말

디지털 협정의 중심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디지

털 경제 환경 구축을 위한 각국의 고유한 규

제권한을 인정하고 이러한 규제가 무역에 대

한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쪽

으로 이동하면서, 각국의 규제제도를 어떻게 

조화하고 규제권한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는 곧 

각국이 추구하는 무역자유화라는 가치와 다

른 정책적·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것

인가 하는 것이 디지털 협정의 핵심 주제임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RCEP에 가입되어 있고, 

2021년 6월에는 한국-싱가폴간 디지털 동

반자협정의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디지털 

협정은 일반 통상협정처럼 무역자유화 내지 

시장접근만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부가 디지털 협정 

협상을 수행하면서 디지털 규범의 기본 목적

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지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관련 

국제규범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정당한 정책적 가치가 보호되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

서, 사이버 안보,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

호, 공정거래 등 건전한 온라인 경제환경 구

축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특정 국가가 자국 산

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자국법을 

국제협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우리 국내법이나 판례와 

상치되지 않는지를 신중하게 살펴 보아야 한

다. USMCA 제19.17조와 USJDTA 제18조

에 포함된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provider)’ 

규정과 관련하여 멕시코가 자국법과의 충돌

을 이유로 명시적 유보를 한바 있는데, 이것

이 협정과 국내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보여주

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73

72 예컨대 TCA 제198조는 공공교육(public education),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보호를 정당한 정책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73 USMCA 제19.17조와 USJDTA 제18조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provider: ICS)는 1996년 미국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 Act)의 일부로 제정된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 Decency Act) 규정을 반영한 조항이나, 이 조항
에서 ICS가 창작 또는 개발(created or developed)하지 않은 콘텐츠의 저장, 가공, 전송, 배포 행위에 대하여 ICS를 면책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멕시코는 USMCA 제19.17조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과 충돌되는 자국법(Ley 
Federal de Telecommunicaciones y Radiodifusión)을 시행할 권리를 유보하였다. 또한 USMCA제 19.17조에도 불구하고 
섹스물의 온라인 유통, 아동의 성적 이용, 매춘 등을 규제하는 조치는 GATS 제14조 (a)의 public morals 예외가 적용됨을 명시하
였다. USMCA Annex 19-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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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zation of Digital Trade 
and Regulation to Achieve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Doo-Sik Kim

Senior Partner, Shin & Kim LLC;
President, International Trade Law 
Center
(dskim@shinkim.com)

The focus of digital trade agreements is moving from facilitating electronic commerce to 

establishing disciplines relating to data governance. In this regard, digital agreements explicitly 

recognize governmental ‘rights to regulate’ with a view to achieving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pursued by each nation. As a corollary, fundamental issues in the realm of digital 

agreements involve what the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are, and how to avoid unnecessary 

obstacles to digital trade resulting from the regulatory measures. 

Digital agreements, in most cases, provide that GATS Article XIV and/or GATT Article XX 

apply mutatis mutandis and contain national security exception clauses that resemble GATS 

Article XIV bis. In addition, they specifically permit each government to take exceptional 

measures, in furtherance of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restricting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and/or requiring localization of computer facilities or their use within its territory. 

These “special exception” provisions typically borrow the structure of, or languages used in, 

the GATT/GATS general or security exception provisions as well as the TBT Agreement.

Confusions and uncertainties are expected to aris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se ‘right to 

regulate’ provisions in the digital agreements, as the digital agreements are different from 

GATS or GATT in terms of their purpose and subject matter and, moreover, the exception 

provisions significantly vary depending on the digital agreements. Nonetheless, I suggest that 

insofar as the ’special exception’ provisions are concerned,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s could largely be guided by TBT Article 2.2 and the related WTO jurisprudence. In 

contrast, it seems inapposite to apply GATS Article XIV and GATT Article XX generally to 

digital agreements in the same manner as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have applied. 

Keywords : digital trade, electronic commerce, digital trade agreement, legitimate policy 

objective, right to regulate, data governance, GATS general exceptions, GATT 

general exception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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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ing the Forest for the 
Trees: The Softwood 
Lumber Dispute as 
Managed Trade

Matthew Yeo*1

Partner at Steptoe & Johnson LLP
(MYeo@steptoe.com)

The softwood lumber dispute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longest 

running trade disputes in history, and possibly the longest running trade dispute ever relating 

to a single topic. In one form or another, the dispute has been underway for nearly four 

decades. Notwithstanding its legal and economic significance, the softwood lumber dispute is 

not widely followed or understood outside of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reviewing 

the origins and history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this article seeks to identify some of 

the broader implications of the dispute as they may affect governments and industri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he article contends that existing subsidy disciplines as set forth in 

the WTO'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ave an uneasy and 

uncertain relationship to disputes concerning access to natur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derived from natural resources, such as softwood lumber. The SCM 

Agreement's concepts of "financial contribution", benefit, and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of the importing country are particularly difficult to reconcile with sovereign natural resource 

arrangements. The softwood lumber dispute is best understood not as a traditional dispute 

about the injurious effects of subsidies, but as a form of managed trade effected through 

periodic trade remedy investigations and negotiated settlements of those investigations. 

Key Words : Softwood Lumber, SCM agreement, Natural resource subsidies, Managed Trade

* Matthew Yeo is the head of the WTO Practice Group at Steptoe & Johnson LLP.  He has advised the British 
Columbia softwood lumber industry for over 20 years.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hi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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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softwood lumber dispute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longest running trade disputes in his-

tory, and possibly the longest running 

trade dispute ever relating to a single 

topic. In one form or another, the dispute 

has been underway for nearly four 

decades. The dispute has spawned more 

litigation before the World Trade Organi-

zation (WTO) than any other topic, with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DSB) 

having adopted 17 panel, Appellate Body, 

and arbitration reports relating to the topic 

over the course of more than 20 years.1 It 

is also one of the highest-value trade dis-

putes in history, with U.S. softwood lum-

ber imports from Canada routinely valued 

at around $5 billion per year.

Notwithstanding its legal and economic 

significance, the U.S.-Canada softwood 

lumber dispute is not widely followed or 

understood outside of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Compared, for example, to 

the Aircraft dispu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 another 

high-stakes, high-value trade dispute span-

ning the course of several decades - the 

softwood lumber dispute has not typically 

received the same level of attention from 

other WTO Member governments or from 

academic commentators. It is a peculiarly 

North American trade dispute.

1 The lumber-related WTO proceedings that have proceeded to the panel stage are: US - Lumber CVDs Prelim 
("Lumber III") (WT/DS236); US - Lumber CVDs Final ("Lumber IV") (WT/DS257); US - Final Lumber AD 
Determination ("Lumber V") (WT/DS264); US - Lumber ITC Investigation ("Lumber VI") (WT/DS277); US - Lumber 
CVDs ("Lumber VII") (WT/DS533); US - 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WT/DS534). The panel reports in US 
- Export Restraints (WT/DS194) and US - Section 129 (WT/DS221) are also related to the softwood lumber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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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seeks to explain the soft-

wood lumber dispute to audiences outside 

of North America, i.e. outside the com-

munity of U.S. and Canadian trade offi-

cials and private sector lawyers whose ca-

reers the dispute has largely consumed. 

After reviewing the origins and history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the article 

seeks to identify some of the broader im-

plications of the dispute as they may af-

fect governments and industri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s a dispute that re-

lates, most fundamentally, to the pricing 

of a natural resource (standing timber) 

and to cross-border trade in goods derived 

from that natural resource (softwood lum-

ber), the softwood lumber dispute may 

have implications for other trade disputes 

and trade policy issues relating to natural 

resources and goods derived from natural 

resources.

This article will argue that existing sub-

sidy disciplines as set forth in the WTO'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

ing Measures (SCM Agreement) have an 

uneasy and uncertain relationship to dis-

putes concerning access to natural re-

sources and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derived from natural resources. The com-

monly understood economic rationale for 

anti-subsidy disciplines is that subsidies 

have the potential to increase the output 

of the subsidized product relative to mar-

ket-determined levels and thereby cause 

competitive injury to non-subsidized pro-

ducers of the same product. In the case of 

natural resources, however, the terms by 

which governments provide access to sov-

ereign natural resources do not normally 

alter the quantity of the resource extracted 

or, for that reason, the quantity or price 

of downstream goods derived from that 

resource. Because natural resource pricing 

policies do not have the same potential to 

distort market outcomes, the application 

of anti-subsidy disciplines to these poli-

cies is harder to justify and can lead to 

results that are difficult to reconcile with 

the rationale for those disciplines. These 

incongruous results have been evident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Given that Canadian softwood lumber 

policies do not have the same potential to 

distort market outcomes as the types of 

subsidies that the SCM Agreement was 

designed to address, one may reasonably 

wonder what the point of this multi-dec-

ade dispute has been. The softwood lum-

ber dispute is an unusual example of an 

internecine trade dispute between two 

closely integrated economies. Even more 

unusually, it concerns a product - soft-

wood lumber - that the United States 

must import from Canada in substantial 

volumes in order to satisfy its own do-

mestic demand. Seen in this light, the 

softwood lumber dispute is best under-

stood as a form of de facto managed 

trade, in which the petitioning U.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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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ry has sought to use trade remedy in-

vestigations and negotiated settlements of 

those investigations as a means of regulat-

ing Canadian market share and increasing 

domestic softwood lumber prices.

Ⅱ. BACKGROUND

1. What is Softwood Lumber?

Softwood lumber is used principally as 

a framing material in the construction and 

renovation of residential homes and other 

types of low-rise buildings. Softwood 

lumber is milled from a variety of species 

of softwood conifers, such as Douglas fir 

and southern yellow pine. These are tree 

species that grow in forests throughout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with partic-

ularly dense concentrations in western 

Canada, the U.S. Pacific Northwest, and 

the southern United States. Softwood spe-

cies may be contrasted with hardwood 

species, such as maple and oak, the prod-

ucts of which are used more commonly 

for furniture and other non-framing 

applications.

As a building material, the market for 

softwood lumber is closely tied to the de-

mand for new construction, especially the 

demand for new residential housing.2 

Compared to other parts of the world, 

where steel and masonry materials are 

more widely used in residential con-

struction, "stick-built" homes remain the 

predominant form of low-rise residential 

construction in North America. For this 

reason, the North American market for 

softwood lumber has historically followed 

the cyclical pattern of new housing starts, 

which are heavily influenced by interest 

rates and the overall state of the 

economy.3

The manufacture of softwood lumber 

begins with the harvesting of trees in the 

forest, which become logs once felled. 

Logs are the input to lumber mills, which 

convert the logs into lumber of various 

pre-determined sizes (referred to as 

"dimension lumber") and into other wood 

by-products, such as wood chips. Because 

of the relatively low weight-to-value ratio 

of logs as compared to lumber, lumber 

mills are usually located in close prox-

imity to the forests that supply their log 

input. As discussed in Part IV.A below, 

lumber mills can source logs from forest-

lands owned by the company itself, from 

forestlands owned by other companies or 

private individuals, or from publicly 

owned forestlands. At its most basic lev-

el, and as discussed in detail below, the 

2 See, e.g.,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Projecting Lumber Demand in the U.S. and Abroad" (2 August 2021), 
available at: https://www.usda.gov/media/blog/2018/09/07/projecting-lumber-demand-us-and-abroad. 

3 Softwood Lumber from Canada (Investigation Nos. 701-TA-566 and 731-TA-1342 (Final), USITC Publication 4749, 
December 2017),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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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ood lumber dispute concerns the 

compensation that Canadian lumber mills 

provide to Canadian provincial govern-

ments when the mills acquire logs from 

publicly owned forestlands.

The North American market for soft-

wood lumber is closely integrated. Cana-

dian softwood lumber producers have 

consistently supplied around one-quarter 

to as much as one-third of the United 

States' annual demand for softwood lum-

ber products.4 Canadian softwood lumber 

companies have invested heavily in the 

construction and acquisition of lumber 

mills in the United States, and U.S. soft-

wood lumber companies have, to a lesser 

degree, acquired mill operations in 

Canada. But for the imposition of trade 

remedy duties by the United States, soft-

wood lumber would move duty-free be-

tween the two countries.5 Imports of logs 

and lumber from other countries are neg-

ligible, with the result that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effectively supply, on a 

combined basis, all of the softwood lum-

ber that they consume.6

One of the unusual features of the 

U.S.-Canada softwood lumber dispute is 

that it concerns imports of a product that 

the complaining party, the United States, 

cannot do without.7 While the U.S. soft-

wood lumber industry has at times argued 

to the contrary, the fact that Canadian 

producers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a 

significant market share in the United 

States even when duties have been in 

place confirms that the United States 

needs Canadian softwood lumber to meet 

domestic demand.

The United States' dependence on 

Canadian softwood lumber imports was 

evidenced most recently when softwood 

lumber prices spiked dramatically in the 

first part of 2021 as the U.S. economy 

and U.S. housing starts began to recover 

from the impact of the Covid-19 

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oftwood Lumber Imports from Canada: Current Issues" (12 April 2018), pp. 
3-4, available at: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180412_R42789_9477a19fc7a8d8e638a5431242b9d3e
6d8a98b62.pdf ("The Canadian share of the U.S. market peaked at more than 35% in 1995-1996 and fluctuated 
around 33% until 2005. Over the nine years the 2006 SLA was in place, the Canadian share of the U.S. market 
averaged 28% annually.").

5 Se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Basic Revision 8 (2021), Chapter 44, Tariff Code 4407 
("Wood sawn or chipped lengthwise, sliced or peeled,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or end-jointed, of a thicknes
s exceeding 6 mm"), available at: https://hts.usitc.gov/view/Chapter%2044?release=2021HTSABasicRev8. 

6 Both countries, especially Canada, also export softwood lumber products to other countries. Since 2002, Canadian 
exports to South Korea, Southeast Asia and the United Kingdom have increased more than 200 percent to over 
$700 million. See Government of Canada, Softwood Lumber Fact Sheet, available at: https://www.nrcan.gc.ca/19
605.

7 Government of Canada, Softwood Lumber Fact Sheet, available at: https://www.nrcan.gc.ca/19605 (90 percent 
of U.S. homes are built with softwood lumber, while the U.S. can only meet 70 percent of its softwood lumber 
need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oftwood Lumber Imports from Canada: Current Issues" (12 April 2018), 
p. 3, , available at: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180412_R42789_9477a19fc7a8d8e638a5431242b9d3
e6d8a98b62.pdf ("Historically, Canada has been the largest foreign supplier of softwood lumber in the United 
States, accounting for 95% of imports since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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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ic.8 Unusually in the history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some U.S. 

politicians and officials called for the re-

moval or reduction of duties on imports 

of softwood lumber from Canada, effec-

tively acknowledging that these duties are 

taxes paid by U.S. consumers that con-

strain supply and raise prices.9 As this ep-

isode illustrates, and as discussed in Part 

III below, the U.S.-Canada softwood lum-

ber dispute is best seen not as an effort to 

remediate import-related injury to a do-

mestic industry (the traditional rationale 

for trade remedies), but rather as an effort 

by the petitioning U.S. industry to man-

age Canadian market share and raise mar-

ket prices for softwood lumber.

2.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The softwood lumber dispute is, at its 

highest level, a tale of two different natu-

ral resource systems co-existing within an 

integrated market. In Canada, around 85 

percent of the timber used to produce 

softwood lumber is sourced from publicly 

owned lands.10 In the United States, most 

timber used to produce softwood lumber 

is sourced from privately owned lands.11 

Timber sourced from publicly owned 

lands in the United States accounts for 

only 10 to 15 percent of the total timber 

supply, roughly the opposite of Canada.12 

The existence of these two different sys-

tems side by side - predominantly public 

ownership of a natural resource versus 

predominantly private ownership of a nat-

ural resource - is in many ways the root 

source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The differences in timberland owner-

ship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re 

the result of differences in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in respect of the westward expansion of 

European settlers and how newly occu-

pied lands were incorporated into the ex-

panding nations. These historical differ-

8 See, e.g., Lance Lambert, "'Pure panic': Lumber prices up a staggering 280% as builders scramble for supply" 
(5 May 2021), Fortune, available at: https://fortune.com/2021/05/05/lumber-prices-chart-2021-may-price-of-lu
mber-going-up-data-wood-shortage-why-so-expensive-to-buy-wood/.

9 See, e.g., David Lawder and Jarrett Renshare, "U.S. trade chief pressured to lift duties on Canadian lumber" (16 
May 2021), Reuters, available at: https://www.reuters.com/business/us-trade-chief-pressured-lift-duties-canad
ian-lumber-2021-05-16/; Payne Lubbers, "U.S. Commerce Chief Seeks Long-Term Lumber Solution With Canad
a" (26 May 2021), Bloomberg, available a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5-26/u-s-commer
ce-chief-seeks-long-term-lumber-solution-with-canada.

10 Natural Resources Canada, Forest Land Ownership, available at: http://www.nrcan.gc.ca/forests/canada/ownersh
ip/17495 ("The majority of Canada’s forest land, about 94%, is publicly owned and managed by provincial, territorial 
and federal governments. Only 6% of Canada’s forest lands is privately owned.").

1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oftwood Lumber Imports from Canada: Current Issues" (12 April 2018), p. 
6, available at: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180412_R42789_9477a19fc7a8d8e638a5431242b9d3e6d
8a98b62.pdf.

1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Resources of the United States, 2017" (March 2019), p. 9, 
available at: https://www.fs.fed.us/research/publications/gtr/gtr_wo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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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s have influenced, in turn, how ac-

cess to natural resources is governed to-

day and how compensation for natural re-

source rights is typically provided.

In the United States, vast amounts of 

timberland in the American West were 

given away for free by the U.S. govern-

ment as the nation expanded westward. 

The Homestead Acts of the 1800s and 

early 1900s sought to encourage European 

settlement in the American West by al-

lowing individual settlers to claim owner-

ship of government-controlled land.13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gave large 

amounts of timberland to railroad compa-

nies in the 1800s to promote the develop-

ment of transcontinental railways.14 These 

railroad land grants usually extended well 

beyond the land required for the railway 

itself and often included prime timber-

lands adjacent to the railway. Through 

these and other mechanisms, most of the 

timber-producing land in the United 

States ended up in private hands.

In Canada, by contrast, the government 

- usually in the form of the provincial 

governments - retained ownership of most 

timberlands as European settlers expanded 

westward. While Canada also had land 

grant programmes, including for railways, 

the amount of land given away by the 

government was not as extensive as in the 

United States, due in part to Canada's 

lower population density. As a result, 

most timberlands in Canada, especially in 

western Canada, remain owned by the 

provincial governments to this day.

These differences in land ownership be-

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ffect 

the principal means by which lumber 

companies gain access to timber and logs 

in each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most timberlands are owned by integrated 

forest product companies (i.e. companies 

that own timberlands and produce wood 

products such as softwood lumber from 

those timberlands) or by private investors 

that sell timber harvesting rights to lum-

ber producers and others.15 In effect, land 

that the United States gave away for free 

earlier in its history has become a perpet-

ual source of natural resource income for 

private interests, with no benefit to the 

government other than revenue from gen-

eral taxation.

In Canada, lumber producers obtain 

most of their timber and log supply from 

public lands under various types of li-

13 See Greg Bradsher, "How the West Was Settled" (2012), Prologue Magazine, U.S. National Archives, available 
at: https://www.archives.gov/files/publications/prologue/2012/winter/homestead.pdf.

14 See id., p. 29 ("By 1871, almost 128 million acres had already been granted to the Union Pacific and Central 
Pacific Railroad Companies to aid construction of the nation's first transcontinental rail line.").

1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oftwood Lumber Imports from Canada: Current Issues" (12 April 2018), p. 
2, available at: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180412_R42789_9477a19fc7a8d8e638a5431242b9d3e6d
8a98b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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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e arrangements with the governmen

t.16 Many of these license arrangements, 

called "tenures", are long-term in nature 

(e.g. 25 years or more). Under these li-

cense arrangements, the license holder 

agrees to undertake an array of forest 

management responsibilities in exchange 

for the right to harvest standing timber 

from the licensed area. In addition, and 

critically for the softwood lumber dis-

putes, license holders agree to pay a fee 

to the government for the timber that they 

cut and remove from the licensed area. 

This fee is usually volumetric in nature 

(i.e. tied to the volume of timber har-

vested) and is referred to as a "stumpage" 

charge. As discussed in Part IV.B below, 

the stumpage charge is a means of allo-

cating the natural resource rent (profit) 

between the license holder and the gov-

ernment, akin to a royalty payment or a 

resource extraction tax.

The central issue in the softwood lum-

ber dispute is whether these provincial li-

censing arrangements, including the levels 

at which stumpage charges are set, give 

rise to a countervailable subsidy. As dis-

cussed below, the basic allegation of the 

U.S. softwood lumber industry is that 

Canadian softwood lumber producers pay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for the 

timber that they harvest from provincially 

owned forestlands. The U.S. industry con-

tends that Canadian softwood lumber pro-

ducers thereby receive a subsidized input, 

logs, and that this input subsidy provides 

an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to the 

Canadian producers' manufacture and ex-

port of softwood lumber to the United 

States.17

Underlying the U.S. industry's allega-

tions is a sentiment that there is some-

thing inherently unfair or suspicious about 

the widespread public ownership of for-

estlands in Canada, in contrast to what 

the U.S. industry considers to be the 

"normal" condition of private forestland 

ownership. Even though most forestlands 

in the United States were given away for 

free a long time ago, to the ongoing bene-

fit of the U.S. softwood lumber industry 

and other users of wood fibre, the U.S. 

industry takes private forestland owner-

ship as its "market" baseline and assumes 

that a system of public forestland owner-

ship must involve the provision of a sub-

sidy because of the government's continu-

ing involvement in the management of the 

natural resource.

As discussed below, the allegation that 

provincial forest licensing arrangements 

amount to a "subsidy" is one that the U.S. 

16 See, e.g.,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Timber Harvesting Rights", available at: https://www2.gov.bc.ca/gov/
content/industry/forestry/forest-tenures/timber-harvesting-rights. 

17 The U.S. industry has also claimed that Canadian producers "dump" softwood lumber in the U.S. market (broadly 
speaking, sell softwood lumber at less than its cost of production), bu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re claim 
of subsidization that has consistently been at the centre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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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ng authorities and reviewing 

bodies such as the WTO have examined 

under U.S. and/or international law, as 

those laws have evolved over the course 

of the past 40 years (as influenced, at 

times, by the softwood lumber dispute it-

self). Those laws provide the formal legal 

framework for evaluating whether provin-

cial forest licensing arrangements give 

rise to a subsidy. At its core, however, 

the softwood lumber dispute is a dispute 

arising from the co-existence of two dif-

ferent natural resource systems operating 

within a single, integrated market for the 

products of that resource. It is the mis-

understandings and suspicions arising 

from these two different systems, as well 

as the opportunities that trade remedies 

present for rigging the market to the ben-

efit of U.S. producers, that explain the 

unusual persistence of this dispute.

Ⅲ. A HISTORY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IN FIVE PARTS

Under the SCM Agreement, and also 

under U.S. law, a "subsidy" exists when a 

government provides a "financial con-

tribution"18 to a company or industry and 

that financial contribution confers a 

"benefit".19 To be "actionable", including 

for the purpose of imposing counter-

vailing duties, a subsidy must also be 

"specific" to certain enterprises or 

industries.20 Broadly speaking, a subsidy 

is "specific" if it is not widely available 

to enterprises and industries throughout 

the economy. WTO Members may im-

pose countervailing duties on an imported 

product (i.e. duties intended to offset the 

effects of foreign subsidization) when 

they determine, after due investigation, 

that foreign producers of that product ob-

tained specific subsidies and that imports 

of the subsidized product are causing or 

threatening to cause injury to domestic 

producers of the same product.21

One of the types of "financial con-

tributions" recognized by the SCM 

Agreement and U.S. law is where a gov-

ernment "provides goods" to the pro-

ducers of a product. An example of a 

government "providing goods" would be 

where a government provides rubber to 

manufacturers of tyres. The government 

provision of a good confers a "benefit" 

when the government provides the good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Under Article 14(d) of the SCM 

Agreement, the "adequacy of remuner-

ation" for the provision of a good is to be 

18 SCM Agreement, Article 1.1.

19 Id., Article 1.2.

20 Ibid.

21 SCM Agreement, Articles 5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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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d "in relation to prevailing mar-

ket conditions for the good … in the 

country of provision".

The essential allegation of the U.S. 

softwood lumber industry is that Canadian 

provinces provide timber harvesting rights 

to Canadian softwood lumber producers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The 

U.S. petitioners contend that the provision 

of timber harvesting rights under different 

types of provincial licensing arrangements 

amounts to the provision of a "good", be-

cause the companies that hold these rights 

are able to harvest standing timber from 

government-owned lands and thereby ob-

tain logs, a tradable good that is the key 

input to the production of softwood 

lumber. The U.S. petitioners claim that 

Canadian provinces provide these "goods"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be-

cause the levels at which the provinces 

set their stumpage charges (the charge, 

usually volumetric, that the licensee pays 

upon harvesting standing timber) are not 

"market-determined". The U.S. petitioners 

allege that imports of subsidized softwood 

lumber from Canada injure U.S. pro-

ducers of softwood lumber products, for 

example by taking market share from 

U.S. producers and suppressing softwood 

lumber prices.

The United States has examined these 

allegations across five different counter-

vailing duty investigations spanning nearly 

40 years. Like movie sequels, these inves-

tigations are commonly referred to by their 

Roman number, e.g. "Lumber I", "Lumber 

II", and so on. The countervailing duty in-

vestigation and related proceedings cur-

rently underway, which began in 2016, is 

known as "Lumber V".22 These counter-

vailing duty investigations have spawned 

not only numerous WTO disputes, as dis-

cussed above, but also a large number of 

U.S. court challenges and challenges be-

fore binational U.S.-Canadian panels.

Beginning with the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in 1988, and following 

into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nd now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national trade remedy determinations have 

been subject to review by ad hoc bina-

tional panels.23 These panels consist of 

five individuals with relevant trade reme-

dy expertise who review the consistency 

of a trade remedy determination with the 

national law of the country imposing the 

measure (in this case, the United States

).24 Binational panel review is in lieu of 

22 Confusingly, the WTO also uses Roman numbers in its short-form captions for disputes relating to softwood 
lumber, but its numbering system relates to the order in which the dispute was initiated rather than the 
investigation to which the dispute pertains. For example, the dispute that the WTO refers to as "Lumber VII"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WT/DS533) is a dispute arising 
from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know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s Lumber V.

23 See, e.g.,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Article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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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to seek judicial review of a trade 

remedy determination before a national 

court (which, in the United States, would 

be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with the right to appeal to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25 The 

system of binational panel review under 

these agreements arose in no small part 

from the history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Canada's position was that there 

should be no trade remedies permitted be-

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e. 

no countervailing or anti-dumping duties 

permitted on imports), but the two coun-

tries ultimately agreed that trade remedies 

would be permitted subject to review by 

binational panels instead of domestic 

courts.

Across five separate U.S. counter-

vailing duty investigations of softwood 

lumber from Canada, there has never 

been 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subsidization and injury that has with-

stood judicial or binational panel review. 

Instead, each investigation has either re-

sulted in a negative determination of sub-

sidization and/or injury by the U.S. inves-

tigating authorities, or has led to a nego-

tiated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before definitive counter-

vailing duties could be assessed. For all 

of the time and resources that the U.S. 

softwood lumber industry has put into 

pursuing its allegations of subsidized 

Canadian lumber, and for all of the time 

and resources that the U.S. investigating 

authorities have put into examining these 

allegations, there has never been a final 

and definitive finding that Canadian soft-

wood lumber is in fact subsidized.

Before reviewing the history of these 

investigations, it is helpful to explain 

briefly how the U.S. countervailing duty 

process works. In the U.S. system,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USDOC) 

is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and de-

termining the existence and extent of sub-

sidization, while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is respon-

sible for determining whether imports of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are caus-

ing or threatening to caus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26 An affirmative deter-

mination of both subsidization and injury 

is required to impose countervailing 

duties.27

The United States operates an unusual 

"retrospective" system of trade remedy 

duties in which the initial investigation, if 

24 Id., Annex 10-B.1.

25 19 U.S.C. § 1516a ("Judicial review in countervailing duty and antidumping duty proceedings").

26 See, e.g., USITC,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 (2015, Fourteenth Edition), available at: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handbook.pdf.

27 See, e.g., id. 



Seeing the Forest for the Trees: The Softwood Lumber Dispute as Managed Trade   35

affirmative, results only in the collection 

of preliminary import duties known as 

"cash deposits", while actual duty li-

ability, if any, is determined in sub-

sequent periodic (or "administrative") re-

views carried out on a rolling basis after 

the initial investigation is concluded.28 

Because parties can challenge both the in-

itial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and 

the results of the subsequent admin-

istrative reviews,29 and enjoin the final 

collection of duties while those legal 

challenges are underway,30 large amounts 

of preliminary cash deposits can accumu-

late in the U.S. treasury over the course 

of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and 

subsequent litigation relating to that 

investigation. As will become evident, 

this feature of the U.S. retrospective sys-

tem has proven consequential in the his-

tory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The first U.S. countervailing duty of in-

vestigation of softwood lumber from 

Canada ("Lumber I") was initiated in 1982 

and resulted in a finding by the USDOC 

that Canadian lumber is not subsidized be-

yond a de minimis level.31 The USDOC 

rejected the U.S. softwood lumber in-

dustry's core allegation that Canadian pro-

vincial stumpage programmes provide a 

countervailable subsidy. The USDOC found 

that provincial stumpage programmes were 

not limited to certain enterprises or in-

dustries (i.e. that they are not "specific"), 

and also found that provincial stumpage 

programmes did not confer a subsidy 

benefit.32 As a result of these findings, no 

countervailing duties were applied.

The USDOC initiated Lumber II in 

1986. In its preliminary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the USDOC reversed 

its prior findings from Lumber I and 

found that Canadian provincial stumpage 

programmes confer a subsidy benefit and 

are limited to certain enterprises (i.e. 

"specific").33 This is an example of how 

the outcomes of the lumber investigations 

have been driven as much by changes in 

the law and/or the increasing politi-

cization of the USDOC as opposed to any 

change in the underlying facts. Before the 

USDOC issued a final determination in 

the investigatio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entered into a memorandum of un-

derstanding (MOU) under which Canada 

agreed to collect a 15 percent charge on 

lumber exports to the United States.34 

This was the first occasion on which a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softwood lumber resulted in a bilateral 

28 19 C.F.R § 351.221.

29 19 U.S.C. 1516a(a)(1).

30 Id., 1516a(c)(2).

31 See Certain Softwood Products From Canada, 48 Fed. Reg. 24,159, 24,160 (31 May 1983).

32 Ibid.

33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51 Fed. Reg. 37,453, 37,457-58 (22 Octobe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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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d trade"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 pattern 

that was to repeat itself.

In September 1991, Canada announced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MOU that 

had resulted from Lumber II. The USDOC 

self-initiated a countervailing duty inves-

tigation ("Lumber III") in October 1991.35 

In its final determination, the USDOC 

found that Canadian provincial stumpage 

programmes confer a subsidy benefit and 

that the subsidy is limited to certain 

enterprises.36 The Canadian parties chal-

lenged the USDOC's final determination 

before a binational panel. The binational 

panel found that the USDOC had failed to 

provide a rational basis for its finding of 

specificity, and that the USDOC had failed 

to evaluate whether Canadian provincial 

stumpage programmes result in market 

distortion (a topic discussed in Part IV.B 

below).37 After a series of remands from 

the binational panel and re-determinations 

by the USDOC, in which the USDOC ef-

fectively refused to comply with the bina-

tional panel's rulings, the binational panel 

ordered the USDOC to terminate the coun-

tervailing duty order.38 

In May 1996,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proceedings in Lumber III,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entered into the first 

Softwood Lumber Agreement (SLA).39 

The SLA was a five-year agreement under 

which Canada agreed to impose fees on ex-

ports of softwood lumber from specified 

Canadian provinces when the volume of 

those exports exceeded certain quantitative 

limits (similar to a tariff-rate quota).40 

During this period, the United States 

agreed that it would not initiate counter-

vailing duty investigations of softwood 

lumber.

The SLA expired on 31 March 2001 and, 

within a matter of days, the U.S. investigat-

ing authorities initiated a new counter-

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softwood lum-

ber from Canada ("Lumber IV").41 The 

USDOC once again found that Canadian 

provincial stumpage programmes confer a 

countervailable subsidy, while the USITC 

found that imports of softwood lumber 

from Canada threatened injury to the U.S. 

industry.42 The legal challenges to these 

determinations were multifaceted and com-

34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52 FR 1311 (30 
December 1986); Certain Softwood Products from Canada, 52 Fed. Reg. 315 (5 January 1987) (reflecting the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35 See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56 Fed. Reg. 56,055, 56,055 (31 October 1991).

36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57 Fed. Reg. 22,570, 22,570 (28 May 1992).

37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59 Fed. Reg. 12,584 (17 March 1994).

38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59 Fed. Reg. 42,029 (16 August 1994).

39 Canada-United States: Softwood Lumber Agreement, May 29, 1996, 35 I.L.M. 1195 (1996).

40 Ibid.

41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66 Fed. Reg. 21,332 (30 April 2001) (notice of ini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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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x, involving two binational panels (one 

each for the USDOC and USITC determi-

nations), multiple WTO challenges, and 

various collateral proceedings in the U.S. 

courts (including a challenge by the U.S. 

petitioners to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of binational panel review). The 

USDOC and the USITC strongly resisted 

a series of rulings from the binational pan-

els and the WTO finding that the two agen-

cies' determinations were not in accordance 

with law.43 The USDOC and USITC effec-

tively refused to comply with these deci-

sions, and in fact sought to use the ex-

istence of these legal challenges as an op-

portunity to impose even higher duties on 

Canadian imports.

With the extraordinarily complex and 

costly legal challenges to the Lumber IV 

determinations at a stalemate,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once again agreed to en-

ter into a managed trade agreement to re-

solve the dispute. The Softwood Lumber 

Agreement 2006 ("SLA 2006") resulted in 

an even more complex system of export 

charges and volumetric quotas designed to 

limit Canadian market share in the U.S. 

market.44 In addition, the SLA 2006 dis-

tributed over $4 billion in cash deposits 

that had accumulated in the U.S. treasury 

while the Lumber IV proceedings and legal 

challenges were underway.45 Under the 

agreement, over $2 billion was paid out to 

Canadian softwood lumber producers, $500 

million was paid out to the petitioning U.S. 

softwood lumber producers, and an addi-

tional $500 million was set aside to fund 

various research initiatives and projects for 

the benefit of the North American lumber 

industry.46

42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67 Fed. Reg. 36,070, 36,076 (22 May 2002).

43 See, e.g.,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USA-CDA-2002-1904-03, Panel Decision (13 August 
2003); Certai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USA-CDA-2002-1904-03, First Remand Determination (12 January 2004); Certai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USA-CDA-2002-1904-03, Second Remand 
Determination (30 July 2004); Certai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USA-CDA-2002-1904-03, Third Remand Determination (24 January 2005); Certai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USA-CDA-2002-1904-03, Fourth 
Remand Determination (7 July 2005); Certai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USA-CDA-2002-1904-03, Fifth Remand Determination (22 November 2005). See also Panel 
Report, United States - Preliminary Determinations with Respect to Certai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WT/DS236/R (27 September 2002).

44 Softwood Lumber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12 September 2006), State Dep't No. 07-222, available at: https://2009-2017.state.gov/documents/or
ganization/107266.pdf.

45 See id., Annex 2A ("Termination of Litigation Agreement").

46 The SLA 2006 also introduced an arbitration mechanism to adjudicate claims that Canadian provinces were 
"circumventing" the terms of the agreement.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to have these claims 
adjudicated by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using three-member arbitration panels composed 
of third-country nationals. This was an unusual use of a commercial arbitration forum to hear state-to-state 
disputes. Three such arbitrations were held during the period that the SLA 2006 was in effect. See, e.g.,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Softwood Lumber Agreement, available at: 
https://www2.gov.bc.ca/gov/content/industry/forestry/competitive-forest-industry/softwood-lumber-trade-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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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LA 2006 expired in October 2015 

following an agreed two-year extension of 

its original seven-year term. Under the 

original agreement, the United States had 

agreed not to initiate a new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for a period of one year 

following its expiration.47 Shortly after 

this "stand-still" period expired, the U.S. 

Lumber Coalition filed another counter-

vailing duty petition against Canadian 

lumber imports in November 2016, com-

mencing "Lumber V". In July 2017, the 

USDOC released the findings of its inves-

tigation and issued countervailing duty or-

ders against Canadian companies.48 In 

December 2017, the USITC ruled that the 

U.S. lumber industry was materially in-

jured by softwood lumber imports from 

Canada.49 As with the prior lumber ap-

peals, the legal challenges to these deter-

minations have been multifaceted, and re-

main ongoing.

In May 2020, a NAFTA binational re-

view panel upheld the USITC's findings 

in Lumber V,50 while in August 2020 a 

WTO dispute settlement panel issued a 

decision in which it identified multiple re-

spects in which the USDOC's subsidy 

finding was contrary to law.51 Further 

NAFTA binational panel reviews are on-

going with respect to the findings of the 

USDOC in the investigation phase and 

the first administrative review (the find-

ings of which were released in November 

2020, and reduced the amount of duties 

owed by Canadian companies).52 Until 

these legal challenges are finalized, how-

ever, the U.S. government continues to 

collect and hold cash deposits paid upon 

the importation of Canadian softwood 

lumber into the United States. To date, 

the amount of duties paid by Canadian 

companies is in excess of $5 billion.

As can be seen from this historical 

summary, certain patterns and practices 

have emerged in the softwood lumber dis-

pute over the course of the past forty 

years. After Lumber I, in which the 

USDOC found no stumpage subsidy and 

only a de minimis level of subsidization 

overall, the USDOC and USITC sub-

sequently made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subsidization and injury, respectively, 

in each investigation. Lumber II ended in 

h-the-u-s/2006-sofwood-lumber-agreement/dispute-resolution. 

47 Softwood Lumber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12 September 2006), State Dep’t No. 07-222, available at: https://2009-2017.state.gov/documents/or
ganization/107266.pdf, Annex 2A ("Termination of Litigation Agreement").

48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82 Fed. Reg. 51,814 (8 November 2017).

49 Softwood Lumber from Canada (Investigation Nos. 701-TA-566 and 731-TA-1342 (Final), USITC Publication 
4749, December 2017).

50 Softwood Lumber from Canada (Softwood Lumber Injury), USA-CDA-2018-1904-03 (22 May 2020).

51 Panel Report, U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WT/DS533/R (24 August 2020).

52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Final Results of the Countervail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17-2018, 85 Fed. Reg. 77,163 (1 Dec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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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gotiated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inves-

tigations were complete. Lumbers III and 

IV ended in negotiated agreements be-

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fol-

lowing successful legal challenges by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Canadian 

parties before binational panels (Lumbers 

III and IV) and at the WTO (Lumber IV). 

This pattern of investigation-litigation- 

settlement seems likely to repeat itself in 

the case of Lumber V, although as of this 

writing there are no settlement discussions 

underway.

Several different factors seem to ac-

count for this pattern of investigation- liti-

gation-settlement. Certainly one factor has 

been Canada's success in challenging the 

legality of the USDOC's and USITC's de-

terminations before binational panels and 

the WTO. As noted above, there has nev-

er been an affirmative finding that Cana-

dian softwood lumber is subsidized and 

causing injury to U.S. producers that has 

withstood subsequent legal challenges.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petitioners 

have therefore been forced to the negoti-

ating table by their inability to defend the 

legality of countervailing duties on soft-

wood lumber before binational panels and 

the WTO. Another factor that has con-

tributed to the settlement dynamic is the 

fact that the softwood lumber trade be-

tween the two countries is economically 

significant to both sides - the United 

States is the principal export market for 

Canadian softwood lumber producers, and 

the United States, for its part, needs im-

ports of Canadian lumber to satisfy do-

mestic demand. Both sides have therefore 

had reason to prefer predictable terms of 

trade over endless litigation and uncer-

tainty.

Perhaps the greatest driver of the inves-

tigation-litigation-settlement dynamic, how-

ever, has been the opportunity that the re-

sulting settlement agreements have pro-

vided to the petitioning U.S. industry to 

shape market condi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MOU and the two Softwood 

Lumber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ve been, in effect, 

managed trade agree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etitioning U.S. in-

dustry has used these agreements to re-

strict the domestic U.S. supply of soft-

wood lumber products and raise market 

prices for these products. These higher 

prices are ultimately paid by U.S. con-

sumers, primarily in the form of higher 

prices for new home construction and 

home remodelling. Especially in an in-

tegrated market in which the imported 

product is necessary to satisfy domestic 

demand, restricting imports through quota 

volumes and/or export charges has the ef-

fect of constricting supply relative to de-

mand and raising prices for consumers.

This effect was apparent early in 2021, 

when U.S. softwood lumber pric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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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sed dramatically in response to a 

surge in new housing starts as the U.S. 

economy began to recover from the 

Covid-19 pandemic. In the first quarter of 

2021, the Random Lengths framing lum-

ber composite index price skyrocketed to 

over $1000 per thousand board feet (the 

industry's standard unit of measurement), 

nearly three times the average price that 

had prevailed for many years.53 It was es-

timated that increased lumber costs added 

as much as $36,000 to the price of a new 

home.54 The sharp increase in prices oc-

curred at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was collecting cash deposits of around 

10% on imported Canadian softwood 

lumber, a duty that constrains domestic 

supply and that is effectively passed on to 

consumers in the form of higher prices. In 

response to the surging prices, home-

builders' associations and some politicians 

called for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 cash deposits collected on imports of 

Canadian softwood lumber, effectively ac-

knowledging that the consequence of 

these duties is to constrain supply and 

raise prices for U.S. consumers.55

Beginning with Lumber IV, the U.S. 

petitioners found another way to benefit 

from managed trade settlements - receiv-

ing significant cash payouts. As described 

previously, the design of the U.S. trade 

remedy system allows cash deposits to ac-

cumulate during the course of a counter-

vailing duty investigation, subsequent ad-

ministrative reviews, and legal challenges 

to those determinations. Given the volume 

and value of Canadian softwood lumber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those un-

liquidated cash deposits can total billions 

of dollars. Ordinarily, cash deposits would 

be returned to the Canadian exporters if 

no final countervailing duties were 

assessed. In Lumber IV, the U.S. peti-

tioners received $500 million of those 

cash deposits as part of the negotiated 

settlement.56 Because cash deposits are 

effectively paid by U.S. consumers in the 

form of higher softwood lumber prices, 

this amounted to a transfer of wealth 

from U.S. consumers to the U.S. soft-

wood lumber industry. It seems likely that 

53 See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Framing Lumber Prices: Price Tracker", available at: https:// 
www.nahb.org/news-and-economics/housing-economics/national-statistics/framing-lumber-prices.

54 See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Skyrocketing Lumber Prices Add Nearly $36,000 to New Home 
Prices" (28 April 2021), available at: https://www.nahb.org/news-and-economics/industry-news/press-releases/
2021/04/skyrocketing-lumber-prices-add-nearly-36000-to-new-home-prices.

55 See, e.g., David Lawder and Jarrett Renshare, "U.S. trade chief pressured to lift duties on Canadian lumber" 
(16 May 2021), Reuters, available at: https://www.reuters.com/business/us-trade-chief-pressured-lift-duties-ca
nadian-lumber-2021-05-16/; Payne Lubbers, "U.S. Commerce Chief Seeks Long-Term Lumber Solution With 
Canada" (26 May 2021), Bloomberg, available a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5-26/u-s-co
mmerce-chief-seeks-long-term-lumber-solution-with-canada.

56 Softwood Lumber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12 September 2006), State Dep’t No. 07-222, available at: https://2009-2017.state.gov/documents/or
ganization/107266.pdf, Annex 2A ("Termination of Litig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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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industry would demand a similar 

payout as part of any negotiated settle-

ment of Lumber V.

In sum, the history of the softwood lum-

ber investigations is best understood as a 

system of managed trade effected through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and also 

parallel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stead of leading to the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definitive countervailing du-

ties on imported Canadian softwood lum-

ber, the lumber investigations have resulted 

in negotiated settlements that have allowed 

the U.S. industry to shape domestic market 

conditions to its advantage and receive sig-

nificant cash payouts. The US-Canada soft-

wood lumber dispute is, in effect, managed 

trade through litigation.

Ⅳ. BROADER IMPLICATIONS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At first glance, it may appear that the 

U.S.-Canada softwood lumber dispute has 

no broader implications for the interna-

tional trade community. As discussed in 

Part II above, the softwood lumber dis-

pute is a trade dispute that arises from di-

vergent patterns of forestland ownership 

in two adjacent countries that are closely 

integrated economically, including in re-

spect of the product in question. Seen in 

this light, one might conclude that the 

softwood lumber dispute is peculiar to its 

facts and holds no lessons for the interna-

tional trading system at large, notwith-

standing its outsized significance in 

U.S.-Canada trade relations and the vol-

ume of international trade litigation that 

the dispute has spawned.

However, as a dispute relat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govern-

ments grant access to sovereign natural 

resources, the softwood lumber dispute 

does, in fact, have broader significance to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Over the 

course of four decades of litigation, the 

softwood lumber dispute has revealed that 

traditional anti-subsidy disciplines as set 

forth in the SCM Agreement do not fit 

well with trade disputes that concern ac-

cess to natural resources. At the most fun-

damental level, this is because the eco-

nomics of natural resources differ in im-

portant ways from the microeconomic as-

sumptions that underlie the traditional ra-

tionale for imposing disciplines on in-

dustrial subsidies. As a result, there is of-

ten a disconnect between the disciplines 

imposed by the SCM Agreement and how 

these disciplines relate to the particular 

case of alleged natural resource subsidies.

This article will proceed to identify 

three respects in which the existing dis-

ciplines of the SCM Agreement have an 

uneasy relationship to the case of natural 

resources: (1) the treatment of the provi-

sion of natural resource rights as equiv-

alent to the provision of a "good"; (2)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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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that government policies concerning 

access to sovereign natural resources do 

not ordinarily have the potential to distort 

market outcomes and therefore do not im-

plicate the core rationale for imposing an-

ti-subsidy measures; and (3) the challenge 

of determining what constitutes "adequate 

remuneration" for the provision of natural 

resource rights. Each one of these issues 

has arisen in connection with the soft-

wood lumber dispute. These issues are 

worth examining because they may have 

implications for other trade disputes relat-

ing to access to natural resources, and to 

the negotiation of new international dis-

ciplines on subsidies.

1. Rights, not Goods

One of the first conceptual difficulties 

of treating natural resource arrangements 

as potential subsidies under the SCM 

Agreement is that many natural resource 

arrangements involve rights, not goods. 
Governments often do not provide com-

mercial enterprises with natural resources 

in a directly useable form. Rather, gov-

ernments frequently promote the develop-

ment of sovereign natural resources by 

granting private interests or state-owned 

enterprises the right to exploit the natural 

resource and convert that resource into a 

form that can be used as an input to the 

production of other products. For exam-

ple, governments often grant companies 

the right to extract crude oil from govern-

ment-owned lands, which is not the same 

as providing companies with barrels of re-

fined petroleum or other oil products that 

can be used directly in the manufacture of 

other products.

Canadian provincial governments do 

not provide softwood lumber producers 

with logs, an identifiable good that is the 

immediate input to the production of soft-

wood lumber. Instead, as discussed in 

Part II.B above, provincial governments 

grant companies the right to harvest 

standing timber from government-owned 

lands in exchange for the licensee agree-

ing to undertake a variety of obligations, 

including the payment of stumpage charg-

es at the time of harvest. The timber har-

vesting rights that licensees thereby obtain 

are interests in real property and have in-

dependent economic value. License hold-

ers are usually free to sell their timber 

harvesting rights to other companies, and 

many of the longer-term licenses in prov-

inces such as British Columbia have been 

sold on at least one occasion, often for 

considerable sums of money.57

57 See, e.g., Canfor Corporation, "Canfor Signs Agreement with Peak Renewables to Sell Fort Nelson Tenure" (17 
November 2020), available at: https://www.canfor.com/docs/default-source/news-2020/nr2020-11-17-canfor-f
ort-nelson-tenure-sale-news-release.pdf?sfvrsn=a832ee91_2 ("Canfor announced today it has reached multi-yea
r $30-million agreements with Peak Renewables involving the sale of the Company's forest tenure in the Fort 
Nelson region of British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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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shold question under the SCM 

Agreement is whether the provision of 

natural resources pursuant to these types 

of license arrangements is a "financial 

contribution".58 If there is no financial 

contribution, there can be no subsidy. 

Under Article 1.1(a)(1)(iii) of the SCM 

Agreement, a financial contribution exists 

when "a government provides goods" to 

an enterprise.59 The USDOC has con-

sistently taken the position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provision of the 

right to harvest standing timber and the 

provision of logs, a tangible good that re-

sults from the exercise of that right. In 

other words, the USDOC treats the provi-

sion of the right to harvest standing tim-

ber as indistinguishable from the provi-

sion of a good, logs, that is used in the 

manufacture of softwood lumber.

Canada challenged the USDOC's posi-

tion before the WTO in US - Softwood 
Lumber IV, arguing that the provision of 

a right is not the same as the provision of 

a good.60 The Appellate Body agreed 

with the United States, ruling that the 

term "goods" in Article 1.1(a)(1)(iii) of 

the SCM Agreement includes tangible 

items of property that can be severed 

from land, such as timber, and that gov-

ernments "provide" these "goods" when 

there is a "reasonably proximate relation-

ship" between the provision of a natural 

resource right and the enjoyment of the 

natural resource in a useable form.61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in that dispute 

considered that such a "reasonably prox-

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and 

the good exists in the case of Canadian 

provincial timber harvesting rights.62

As a result of these findings, it seems 

clear that most, if not all natural resource 

rights provided by governments have the 

potential to be challenged as the provision 

of goods for less than adequate remu-

neration. While there is a certain intuition 

to the Appellate Body's interpretation of 

what it means to "provide goods" - one 

would not, after all, want to countenance 

circumvention of the SCM Agreement's 

disciplines by allowing governments to 

re-characterize the provision of a good as 

the provision of a "right" to that good - 

its interpretation nevertheless raises ques-

58 SCM Agreement, Article 1.1.

59 Article 1.1 of the SCM Agreement provides an exhaustive list of types of financial contributions, including: (a) 
direct transfers of funds such as grants, loans, and equity infusions as well as potential transfers of funds or 
liabilities such as loan guarantees; (b) revenue due that is forgone or not collected, for example through fiscal 
incentives such as tax credits; (c)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other than general infrastructure) or the 
purchase of goods; and (d) any form of income or price support in the sense of Article XVI of the GATT 1994.

60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Softwood Lumber IV, paras. 34-36.

61 See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Softwood Lumber IV, paras. 59 and 71.

62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Softwood Lumber IV, para. 71; Panel Report, United States -Softwood 
Lumber IV, paras. 7.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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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s about how different types of natural 

resource arrangements relate to the 

WTO's existing subsidy disciplines.

Consider fishing rights, for example.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coastal 

states have a sovereign right to natural re-

sources, including fish, found within their 

territorial waters and within their 200-mile 

exclusive economic zone (EEZ).63 Coastal 

states often provide companies and in-

dividuals with various forms of rights to 

fish within these waters, or they might al-

low fishing in these waters on an un-

licensed basis (which can be seen as a de 
facto right to fish). Either way, there is a 

"reasonably proximate relationship" be-

tween a right conferred by the government 

and the use or enjoyment of a good, fish.

Curiously, however, the WTO's Agree-

ment on Fisheries Subsidies, in draft form 

as of this writing, does not appear to con-

template that coastal governments provide 

a "subsidy" when they provide fishing 

rights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

ration. Nothing in the draft text requires 

coastal governments to collect any remu-

neration, much less "adequate remuner-

ation", for the fish that companies and in-

dividuals take from waters that the gov-

ernment controls. The Appellate Body's 

conclusion in US - Softwood Lumber IV - 

that a right to a natural resource is equiv-

alent to the good obtained through the ex-

ercise of that right - seems not to have 

occurred to the drafters of the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even though there 

is no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ex-

tracting timber from government- con-

trolled forests and extracting fish from 

government-controlled waters.

Indeed, the draft Agreement on Fishe-

ries Subsidies implicitly acknowledg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shing rights and 

obtaining a good (fish), but does not fol-

low this insight to its logical conclusion. 

In international fisheries practice, govern-

ments sometimes enter into "fisheries ac-

cess agreements", under which one gov-

ernment ("Country A") pays another gov-

ernment ("Country B") for the right to ob-

tain access to Country B's coastal waters. 

Country A purchases these access rights 

on behalf of its national fishing vessels so 

that they may obtain fish from Country 

B's coastal waters. The draft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carves out from its 

definition of a subsidy the non-collection 

of payment by Country A when it extends 

to its national fishing vessels the right to 

fish in the coastal waters of Country B, a 

right that Country A has paid Country B 

to obtain.64 This carve-out presupposes 

that, in the absence of the carve-out, 

63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0 December1982), 1833 U.N.T.S. 397. Article 61.1 of 
UNCLOS provides that "[t]he coastal state shall determine the allowable catch of the living resources in its 
exclusive economic zone."



Seeing the Forest for the Trees: The Softwood Lumber Dispute as Managed Trade   45

Country A's uncompensated provision of 

fishing rights in Country B's coastal wa-

ters would constitute a subsidy to Country 

A's fishing vessels. 

By accepting the premise that fishing 

rights have economic value that can be 

transferred to operators or vessels, the 

draft agreement appears to recognize that 

fishing rights are equivalent to the provi-

sion of a good (fish) in the same way that 

the Appellate Body concluded in US - 
Softwood Lumber IV that timber harvest-

ing rights are equivalent to the provision 

of logs.65 But if this is true when Country 

A provides its fishing vessels with the 

right to fish in Country B's coastal waters, 

it should also be true when Country B 

provides its fishing vessels with the right 

to fish in Country B's waters. The provi-

sion of fishing rights is equivalent to the 

provision of fish regardless of whether the 

country conferring the rights is providing 

access to another country's coastal waters 

or to its own coastal waters. Logically, 

the provision of fishing rights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should con-

stitute a subsidy whenever a coastal state 

provides uncompensated access to its 

coastal waters, including when it provides 

uncompensated access to its own national 

fishing vessels.

One suspects that the drafters of the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chose 

not to address this implication of US - 
Softwood Lumber IV because of the dra-

matic restructuring of fishing access ar-

rangements that it would require. Apply-

ing the logic of US - Softwood Lumber IV 

to fishing access arrangements would 

mean that every coastal government 

would be required to collect adequate re-

muneration from its own domestic fishing 

vessels in the same way that the 

Appellate Body has found that govern-

ments must collect adequate remuneration 

for timber harvested from government- 

controlled lands. The imposition of such a 

requirement would likely pose a sig-

nificant financial hardship to the operators 

of fishing vessels, who in many cases are 

already engaged in an economically mar-

ginal activity. But if the objective of the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is to 

preserve fish stocks and reduce overfish-

ing,66 requiring governments to place a 

price on the natural resource would prob-

64 Negotiating Group on Rules - Fisheries Subsidies, Revised Draft Text (8 November 2021), WTO Doc. 
TN/RL/W/276/Rev.2, Article 5.2(b).

65 See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Softwood Lumber IV, paras. 59 and 71.

66 Se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vailable at: https://sdgs.un.org/goals/goal14.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6 
pertains specifically to fisheries subsidies and provides: "by 2020, prohibit certain forms of fisheries subsidies 
which contribute to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and eliminate subsidies that contribute to IUU fishing, and refrain 
from introducing new such subsidies, recognizing that appropriate and effective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e WTO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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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y be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of 

achieving that objective.67

As the example of fishing rights demon-

strates, the conclusion that the provision of 

a right is equivalent to the provision of a 

good has implications that may not fit com-

fortably with common understandings of 

what constitutes a "subsidy", including 

common understandings of when govern-

ments should be expected to collect com-

pensation for providing the right to access 

a natural resource. It is not evident that the 

Appellate Body fully considered these im-

plications when it decided US - Softwood 
Lumber IV. As international law and prac-

tice surrounding natural resource arrange-

ments continue to evolve, greater con-

sistency in the treatment of this issue would 

be desirable.

2. The Allocation of Natural Resource 

Rents Will Not Ordinarily Distort 

Downstream Product Markets

Standing timber is what is known as a 

"Ricardian rent" resource.68 Ricardian rent 

is the profit that returns to a resource that 

is fixed in supply, or at least fixed in sup-

ply in the near-term.69 The supply of 

standing timber is effectively fixed in the 

near-term, given that most timber species 

take at least 25 years to come to maturity. 

Standing timber therefore has the same 

basic economic characteristics as other 

natural resources that are fixed in supply 

and that governments routinely manage, 

such as oil, natural gas, and underground 

ores and minerals.

The fact that standing timber is a 

Ricardian rent resource has important im-

plications for the assessment of whether 

Canadian provincial stumpage programmes 

implicate the types of concerns that have 

traditionally motivated the imposition of le-

gal disciplines on the provision of govern-

ment subsidies. The classical rationale for 

anti-subsidy disciplines is that subsidies 

have the potential to distort the allocation 

of market resources. Subsidies have this ef-

fect by increasing the supply of a good rel-

ative to a non-subsidized market. In eco-

nomics jargon, subsidies shift the supply 

67 It is particularly troubling that the drafters carved out the provision of fishing rights in distant coastal waters 
(i.e. the circumstance in which Country A provides its national vessels with the right to fish in Country B's waters). 
This type of arrangement is likely equivalent to "negative stumpage" in the case of timber harvesting rights, i.e. 
the government paying the exploiter of the natural resource to harvest resources that would not otherwise be 
economic to harvest (discussed in Part IV.C below).

68 World Trade Report, Trade in Natural Resources (2010), p. 77 ("The classical notion of differential rent is related 
to land. The idea is that greater rent accrues to land of higher productivity and better quality (e.g. greater fertility), 
with marginal land receiving no rent. More generally, differential or Ricardian rents arise when producing firms 
operate under different conditions - that is, at production sites with more or less favourable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here may be deposits from which it is easier and cheaper to extract oil or mineral resources; as a 
consequence, some firms face lower or higher costs than others and earn more or less than others, respectively.").

69 See generally "Ricardian Rent",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Strategic Management (2018), available at: https: 
//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57%2F978-1-137-00772-8_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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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 to the right, resulting in higher output 

and lower prices than those that would pre-

vail in a non-subsidized market. The differ-

ence between the subsidized and non-sub-

sidized market outcomes is considered a 

misallocation of economic resources, a 

deadweight loss compared to a market in 

which economic resources are allocated 

without government subsidies. The ration-

ale for allowing WTO Members to impose 

countervailing duties on subsidized imports 

is to allow Members to counteract this mar-

ket distortion when it is shown to cause 

injury to domestic producers of the like 

product.70

Under normal conditions, the level at 

which Canadian provincial governments set 

stumpage charges under forest licensing ar-

rangements cannot have these market-dis-

torting effects. This is because stumpage 

charges are not a "price of logs", as the 

petitioning U.S. producers characterize 

them, but rather a means of allocating the 

available natural resource rents between the 

landowner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exploiter of the natural resource (the 

license holder). As an allocation of profit, 

the level at which a provincial government 

sets it stumpage charges has no effect on 

the quantity of timber and logs supplied to 

the market. Stumpage charges, like other 

forms of resource taxes, therefore do not 

have the potential to distort market out-

comes in the ways that have traditionally 

justified anti-subsidy disciplines such as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To illustrate the effect - or, more accu-

rately, the lack of effect - of stumpage 

charges on market outcomes, consider a 

hypothetical forest consisting of six ho-

mogenous stands of trees. Each stand has 

a certain cost associated with harvesting 

the timber at that location and converting 

it into a marketable product (which, for 

simplicity, we will assume is limited to 

softwood lumber). The cost of production 

for each stand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the topography of the 

land, its proximity to existing roads, and 

its proximity to sawmills capable of mill-

ing the harvested logs into softwood 

lumb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of production for each stand and the mar-

ket value of the softwood lumber that can 

be produced from that stand is the amount 

of economic rent, if any, that is available 

from that stand. This situation can be de-

picted as follows:

It is apparent from Figure 1 that stands 

one through three have positive economic 

rent at the prevailing market price for 

softwood lumber. The orange segment 

represents the available rent, divided be-

tween the producer's share (solid) and the 

government's share (striped), shown here 

as divided equally between them. Stands 

70 See, e.g., WTO, "Anti-dumping, subsidies, safeguards: contingencies", available at: https://www.wto.org/english
/thewto_e/whatis_e/tif_e/agrm8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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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through six have no economic rent 

available under prevailing market con-

ditions, as the cost of production for each 

stand exceeds the market price of the 

softwood lumber that can be produced 

from those stands. The level at which a 

province sets the stumpage charge will af-

fect the allocation of the available eco-

nomic rent, if any, between the province 

and the license holder. Certainly the li-

cense holder would prefer to receive more 

rather than less of the available rent. 

Critically, however, the license holder 

will harvest every stand that has positive 

economic rent regardless of the allocation 
of rent between the province and the li-
cense holder, i.e. regardless of the level at 

which the stumpage charge is set. In 

Figure 1, the license holder will harvest 

stands one through three, and it will not 

harvest stands four through six, provided 

that the stumpage charge is set at a level 

that allows the license holder to recover 

its cost of production for each stand 

(including its return on capital). Thus, for 

example, if the available rent for stands 

one through three were divided 90/10 in 

favour of the government, the licensee 

would still harvest those stands, just as it 

would if the available rent were divided 

90/10 in the licensee's favour.

There are only two ways in which the 

level at which the stumpage charge is set 

could affect the quantity of logs and lum-

ber supplied to the market. The first is 

where the province imposes what might 

* Note: The configuration of each bar graph is blue, orange(solid) and orange(stripe) from the bottom.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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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alled "excess" stumpage, i.e. stum-

page that renders uneconomic a stand that 

would otherwise be economic to harvest 

under prevailing market conditions. This 

scenario is depicted in stand 3 in Figure 

2 below. This scenario is not of concern 

from an international trade point of view 

because its effect would be to reduce the 

supply of timber and logs to the market. 

The second way in which the level of the 

stumpage charge could affect the supply 

of timber and logs is if the government 

provided "negative" stumpage, i.e. if the 

government effectively paid the license 

holder to harvest stands that do not have 

positive economic rent under prevailing 

market conditions. This scenario is de-

picted in stand 4 in Figure 2 below (with 

the yellow portion representing a payment 

by the government to the producer). If a 

government were to provide "negative" 

stumpage, this would increase the supply 

of timber and logs relative to a mar-

ket-determined outcome. However, there 

has never been any allegation, much less 

any evidence, that Canadian provincial 

governments provide "negative" stum-

page, i.e. pay license holders to harvest 

uneconomic stands.

Thus, so long as a stumpage charge (or 

any other sort of resource tax) is set in 

the "normal" range, i.e. it allocates some-

where between zero and 100 percent of 

the available economic rent to the license 

 * Note: The configuration of each bar graph is blue, orange(solid) and orange(stripe) from the bottom. 
** In stand 4, the bar consists of blue and yellow (from the bottom).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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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er, the level at which that charge is 

set will not increase the supply of the nat-

ural resource to the market relative to a 

scenario in which the natural resource is 

entirely in private hands. This is true not 

only of standing timber, but also of other 

Ricardian rent resources such as oil and 

natural gas. Stumpage charges and other 

forms of resource taxes allocate the avail-

able profit between the government as the 

owner of the natural resource and the li-

cense holder as the exploiter of that 

resource. They do not, however, alter eco-

nomic behaviour in ways that have the 

potential to distort market outcomes.

The conclusion that Canadian provin-

cial stumpage programmes do not have 

the potential to distort market outcomes is 

one that several prominent natural re-

source economists have endorsed in ex-

pert submissions to the USDOC over the 

course of the past 40 years. These experts 

have included William Nordhaus, widely 

considered the world's leading natural re-

source economist and the 2018 recipient 

of the Nobel Memorial Prize in Economic 

Sciences.71 While economists retained by 

the U.S. softwood lumber industry have 

tried to come up with theories of how the 

level of the stumpage charge could distort 

market outcomes notwithstanding its lack 

of impact on harvesting decisions, these 

theories have been speculative and 

unpersuasive. 

The conclusion that stumpage charges 

do not have the potential to distort market 

outcomes in the ways that have tradition-

ally justified the imposition of counter-

vailing duties is one of the principal bases 

on which Lumber III was ultimately 

decided. The binational panel charged 

with reviewing the USDOC's counter-

vailing duty determination in that inves-

tigation concluded that the USDOC had 

erred by not examining whether Canadian 

provincial stumpage programmes had 

market-distorting effects. The USDOC ef-

fectively refused to comply with the bina-

tional panel's finding, arguing that it was 

not required under U.S. law to evaluate 

whether subsidies have market-distorting 

effects. After a series of remands to the 

USDOC on this and other issues, the bi-

national panel eventually instructed the 

USDOC to revoke the countervailing duty 

order.72

Following Lumber III, the U.S. 

Congress amended the Tariff Act of 1930 

to provide that the USDOC is not re-

quired to consider the effects of a subsidy 

71 See, e.g., William D. Nordhaus, "The Impact of Stumpage Charges on Prices and Trade Flows in Forest Products," 
(18 February 1992), Appendix A in "Memorandum Concerning Alleged Stumpage Subsidies and Preferentiality," 
submitted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Canada et al.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pecial Collections and 
University Archives Division, available at: https://rbscarchives.library.ubc.ca/impact-of-stumpage-on-prices-and-
trade-flows-in-forest-products.

72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59 Fed. Reg. 42,029 (16 Augus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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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termining whether a subsidy exists.73 

The express purpose of this amendment 

was to prevent a future binational panel 

from holding that the USDOC is required 

to examine whether provincial stumpage 

programmes cause market distortion. This 

amendment to U.S. law reduced the in-

centive for the Canadian parties to argue 

in subsequent lumber investigations that 

provincial stumpage programmes do not 

affect output or prices, even though this is 

true as a matter of economics. Because 

binational panels are required to review 

the USDOC's and USITC's determinations 

for consistency with U.S. law,74 the 

amendment to the Tariff Act effectively 

foreclosed this line of argument.

An amendment to U.S. law, however, 

cannot change accepted principles of nat-

ural resource economics. While the 

United States has insulated its investigat-

ing authorities from having to consider 

whether subsidies have effects, no such 

obstacle would exist if the same or sim-

ilar issue were to arise in WTO dispute 

settlement or in dispute settlement under 

other bilateral or regional trade agree-

ments. The fact remains that natural re-

source rent-sharing arrangements - that is, 

the terms on which natural resource prof-

its are allocated between the state and the 

exploiter of the natural resource - do not 

implicate the traditional rationale for the 

imposition of anti-subsidy measures such 

as countervailing duties. For natural re-

sources that are fixed in supply or effec-

tively fixed in supply, such as standing 

timber, the allocation of natural resource 

profits does not affect either output or pri-

ces and therefore does not have the poten-

tial to distort market outcomes in the 

ways that have traditionally justified sub-

sidy disciplines.

3. What Constitutes "Adequate 

Remuneration" for a Natural 

Resource?

Assuming that the conferral of access 

rights to a sovereign natural resource con-

stitutes the provision of a "good", the pro-

vision of that good constitutes a "subsidy" 

if the good is provided for "less than ad-

equate remuneration".75

In the context of natural resource ar-

rangements, the "remuneration" for the 

provision of a natural resource right is not 

a question of the "price" paid for that 

right, but rather a question of how the 

profit from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 is divided between the govern-

ment as the owner of the natural resource, 

on the one hand, and the commercial en-

terprise as the entity that extracts the nat-

73 19 U.S.C. § 1677(5)(C).

74 See, e.g., USMCA, Article 10.12(2). 

75 SCM Agreement, Article 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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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l resource and brings it to market in a 

merchantable form, on the other. As dis-

cussed in Part IV.B above, the stumpage 

charges levied by Canadian provincial 

governments are not a "price of timber", 

but a means of allocating the available 

natural resource rents between the prov-

ince and the license holder.

Governments obtain remuneration from 

the exploitation of sovereign natural re-

sources in a wide variety of ways. To use 

oil and gas as an example, governments 

might obtain remuneration from the initial 

sale of the extraction rights (e.g. a bid 

payment), from royalties paid to the gov-

ernment at the time the resource is sold 

(e.g. a portion of the market value of 

each barrel of oil sold), from production 

sharing arrangements (e.g. allowing the 

government to market a portion of the re-

source for its own account), from re-

source taxes imposed upon the licensee's 

income or profits, or from some combina-

tion of these or other types of fiscal 

measures. The particular configuration of 

compensatory measures imposed by a 

government upon the exploitation of a 

natural resource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fiscal regime" for that resource, 

and the portion of the available rents 

(profits) obtained by the government 

through a fiscal regime is commonly re-

ferred to as the "government take".76

By transposing the concept of "adequate 

remuneration" for the provision of a good 

to the context of natural resource prof-

it-sharing arrangements, the question under 

Article 14(d) of the SCM Agreement be-

comes this: what portion of the available 

rents does a government need to collect for 

remuneration to be considered "adequate"? 

In other words, how large does the govern-

ment take need to be to avoid a finding 

that the government has provided a subsidy 

to the commercial enterprise engaged in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

Implicit in the USDOC's approach to the 

calculation of the subsidy benefit in the 

softwood lumber investigations is that a 

government must collect 100 percent of the 

available rents to avoid a finding of 

subsidization. This is because the USDOC 

calculates the subsidy "benefit" from pro-

vincial stumpage programmes by, in es-

sence, deducting from the market value of 

logs (the downstream product) the full cost 

of harvesting the timber necessary to pro-

duce those logs and bring them to market, 

and treating the entire difference as the 

amount of "remuneration" that provinci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collect. As is 

evident from Figure 1 above, this method 

of calculating "adequate remuneration" for 

timber harvesting rights is essentially the 

76 See, e.g., Nation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Fiscal Regime Design: What Revenues the Government Will 
be Entitled to Collect" (2015), available at: https://resourcegovernance.org/sites/default/files/nrgi_Fiscal-Regime-
Desig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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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as calculating the full amount of rent 

available from the natural resource and 

treating any shortfall in the collection of 

the available rent as a "subsidy". The 

USDOC's basic reasoning is that private 

owners of land would seek to recover 100 

percent of the economic rent from their 

own natural resources, and therefore com-

panies obtain a benefit when governments 

confer rights to sovereign natural resources 

for anything less than 100 percent of the 

economic rent.

There are at least two major problems 

with the assumption that "adequate remu-

neration" for a natural resource requires 

governments to collect 100 percent of the 

available resource rents. The first problem 

with this assumption is that it does not 

accord with the reality of how govern-

ments operate. Few, if any, governments 

have ever expected to recover 100 percent 

of the rents available from their sovereign 

natural resources. In the oil and gas sec-

tor, for example, estimates of the govern-

ment take vary widel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ranging from a low of around 

25 percent to a high of around 90 percen

t.77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is es-

timated to recover only 67 percent of the 

available rents from government-owned 

oil and gas resources, meaning that the 

commercial enterprises licensed to extract 

those resources obtain the remaining 33 

percent of the available rents.78 As dis-

cussed above, there is no expectation that 

governments obtain any of the available 

rents from fish harvested from coastal 

waters. A standard of "full rent recovery" 

for natural resources simply is not realistic.

The other major problem with a standard 

of full rent recovery is that it does not com-

port with the text of Article 14(d) of the 

SCM Agreement. Article 14(d) requires 

"adequate" remuneration, not "maximum" 

or "full" remuneration, or even "fair market 

value". The SCM Agreement does not de-

fine the term "adequate remuneration", but 

the use of the term "adequate" as opposed 

to some of these other terms seems 

intentional. The term "adequate" can be un-

derstood to mean "sufficient for a purpose", 

which naturally raises the question of what 

that purpose is in the context of the SCM 

Agreement. Given that the purpose of the 

SCM Agreement is to discipline subsidies 

that have injurious effects upon the inter-

ests of other Members, the most natural un-

derstanding of the term "adequate remuner-

ation" is that remuneration is "adequate" 

when it is set at a level that avoids these 

types of injurious effects.

As discussed in Part IV.B above, any al-

77 Boston Consulting Group, "Government Take in Upstream Oil and Gas: Framing a More Balanced Dialogue" (9 
December 2015), available at: https://www.bcg.com/publications/2015/government-take-in-upstream-oil-and-g
as-framing-a-more-balanced-dialogue. 

7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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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of natural resource rents that falls 

within the "normal" range, i.e. between 

zero and 100 percent of the available rents, 

will not affect a licensee's determination as 

to how much of the natural resource to ex-

ploit and bring to market. The licensee will, 

regardless of the allocation of rents, exploit 

those resources that have positive econom-

ic rent and it will not exploit those re-

sources that have no economic rent. Any 

allocation of rent within the normal range 

therefore will not affect output or prices for 

the resource in question, or for products de-

rived from that resource. Seen in this light, 

"adequate" remuneration for the provision 

of a natural resource right is any allocation 

of rents between zero and 100 percent. 

Governments would provide natural re-

source rights for less than adequate remu-

neration only when they pay licensee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that would other-

wise be uneconomic to exploit (e.g., in the 

case of timber harvesting rights, when gov-

ernments provide "negative stumpage"). It 

is only this circumstance that a gov-

ernment's fiscal regime for a natural re-

source increases output and lowers prices 

relative to a baseline in which all natural 

resources are privately owned, i.e. in com-

parison to a purely "market-determined" 

outcome in which the government plays no 

role.

The reality, however, is that this under-

standing of "adequate remuneration" for the 

provision of a natural resource right does 

not comport with the commonly under-

stood meaning of Article 14(d) of the SCM 

Agreement, or with the practice of national 

investigating authorities. If a government 

provides steel ingots to a company at 

$600/ton at a time when the market price 

for steel ingots is $1000/ton, few would 

question that the subsidy "benefit" in this 

situation is $400/ton. In practice, "adequate" 

remuneration is usually understood to mean 

"the market price", even though this is not 

how Article 14(d) is drafted. While this un-

derstanding may make sense when applied 

to fungible commodity goods like steel in-

gots, it makes considerably less sense when 

applied to the allocation of natural resource 

rents. This is because the allocation of nat-

ural resource rents is not comparable to any 

"price" that can be found in the market, but 

is instead an allocation of profit between 

two parties with an interest in the resource. 

No economic principle dictates that all of 

the available profit should go to one party 

or the other, unlike the common economic 

expectation that market actors will pay the 

prevailing market price for a good.

To the extent that issues relating to the 

allocation of natural resource rents con-

tinue to be evaluated within the frame-

work of anti-subsidy disciplines, including 

the SCM Agreement, it may be more ap-

propriate to evaluate the "adequacy of re-

muneration" by reference to the process 

by which governments allocate the avail-

able ren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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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icensees. For example, if 

governments use sealed bidding practices 

or use other types of auction mechanisms 

to confer natural resource rights, includ-

ing the allocation of ren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licensee, the resulting 

"government take" should be considered 

"adequate remuneration" even if the gov-

ernment does not collect 100 percent of 

the resource rents. In addition, any evalu-

ation of the "adequacy of remuneration" 

in this context should take into account 

all of the ways in which governments ob-

tain revenue from the exploitation of sov-

ereign natural resources, to include not 

only direct payments (such as stumpage 

charges or other types of royalty pay-

ments), but also indirect sources of rev-

enue such as generally applicable corpo-

rate income taxes.

Ⅴ. CONCLUSION

The softwood lumber dispute has been 

a chronic irritant for four decades be-

tween two of the world's most closely in-

tegrated economies. For the reasons set 

forth in this article, it is a dispute that is 

difficult to justify or explain by reference 

to the traditional rationale for anti-subsidy 

disciplines. The terms under which gov-

ernments provide access to sovereign nat-

ural resources do not fit comfortably with 

the SCM Agreement's rules for identify-

ing subsidies that cause injury to the do-

mestic industry of an importing country. 

This disconnect becomes especially appa-

rent when one tries to apply the USDOC's 

framework - that provincial forest licens-

ing arrangements involve the provision of 

"goods"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

ation" - to other types of sovereign natu-

ral resource arrangements.

Rather than viewing the softwood lum-

ber dispute as a traditional dispute about 

subsidies, albeit one that has been partic-

ularly long-running, the softwood lumber 

dispute is better understood as a form of 

managed trade, effected through successiv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and ne-

gotiated settlements of those investigations. 

The petitioning U.S. industry has used the 

trade remedy mechanism to regulate com-

petition in the U.S. market, by constraining 

the supply of Canadian softwood lumber 

and raising market prices for lumber 

products. These increased costs have been 

borne overwhelmingly by U.S. consumers. 

A more rational approach to resolving this 

perennial trade conflict would be for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o enter into a 

permanent negotiate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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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입법안에는 기후조치적인 성격과 함께 다양한 통상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다. CBAM이 최종 확정되고 2023년 출범

한 이후에는 동 제도의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두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EU는 CBAM

이 WTO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선적으로 CBAM의 WTO 협정상 법적 성격이 조세인지, 그리고 국

내 또는 국경조치인지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며, 최종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즉 상

품무관련 생산가공공정(NPR PPMs)를 이유로 부과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제I조 최

혜국대우의무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GATT 제XX조 환경예외를 원용함으로써 CBAM의 법적 정당성

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UNFCCC·파리협정 체제의 원칙인 CBDR-RC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CBAM은 

GATT 제XX조 두문의 요건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CBAM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 제도가 우리 

수출기업에 기술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제도 개선 및 MRV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EU 

내에서의 CBAM의 전개 동향과 EU와의 주요 교역국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의 수출상품 내재배출량 검증과 관련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EU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탄소국경조정, 탄소가격, 내재 배출량, 세계무역기구,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

자의 능력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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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Ⅰ. 논의의 배경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55% 감축’을 위한 “Fit for 

55”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탄소국경조

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

anism, 이하 CBAM)의 도입을 위한 입법안1

도 여기서 그 외 12개 입법안과 함께 발표되

었다. EU 집행위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EU 역내 생산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탄소

가격과 그러한 탄소가격이 없는 제3국 사이

의 경쟁관계를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서 CBAM 도입을 준비해왔다. 입법안에 따

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의 과도기간

(~2025.12.31.) 동안 EU 수입업자는 적용

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

담하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

터는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를 부

담하게 될 예정이다. CBAM 입법안의 대상 

산업범위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었으나, 철강

(HS72)의 모든 하위산업과 철강제품 일부 

품목(73류 일부)까지 포함되면서 철강산업에 

집중되었다. EU 역내 절차에 따라 규제개시

영향평가(2020.3.4.), 공공협의(2020.7.22~ 

10.28)를 완료하였으며, 7월 14일 공식 발

1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14.7.2021, COM(2021) 564 final, 2021/0214 (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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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앞두고 6월 초에는 CBAM 입법안 초안

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기도 하였다. 

CBAM은 EU 내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역외

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것

이나 동시에 무역조치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다양한 통상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지금까

지 EU가 취한 환경조치가 통상분쟁화된 전례

가 다수 확인되는 만큼, 향후 CBAM을 두고도 

WTO 협정 등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두

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EU는 CBAM이 WTO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견

지해 왔다. 최종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이유로 부과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

무, 제I조 최혜국대우의무 위반 여부 등이 논란

이 될 전망이며, EU는 GATT 제XX조 환경예

외를 원용함으로써 CBAM의 법적 정당성을 주

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 주요 내용2

1. 조치의 목적

CBAM의 목적은 (ⅰ) 기후변화 완화를 촉

진하고 탄소누출을 방지하며, 동시에 (ⅱ) 경

쟁적 측면 즉 역내외 기업 간 경쟁조건을 공

평하게 만드는(level the playing field) 데 

있다. 유럽그린딜 당시 EU 집행위는 “EU가 

기후목표를 상향 조정해 나감에 따라 국가마

다 [기후변화 감축] 목표수준이 상이한 현상

이 지속된다면, 탄소누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별된 일부 산업부문에서 탄소국경조

정 제도를 제안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3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입법 논의과정에

서 EU 집행위가 COVID-19 이후 유럽 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CBAM을 검

토한 바 있어4 조치의 정당성 및 WTO 협정과

의 합치성 확보 차원에서 논란이 있었다.

2. 조치의 유형

이번 EU 집행위 입법안 공개 이전까지 총 

네 개 유형의 CBAM 도입이 논의되었다. 규

제개시영향평가(2020.3.4.) 당시에는 (ⅰ) 수입

상품과 역내상품 모두에 내국세 형식으로 탄

소세 부과, (ⅱ) 수입상품에만 부과되는 탄소 

수입관세 신설, (ⅲ) 수입상품에 대한 EU 배

출권거래제(EU ETS)의 적용 등 세 개 유형이 

논의되었다.5 이후 공공협의(2020.7.22.~ 

10.28.)에서 (ⅳ) EU ETS와는 별개로, 수입

상품에만 적용되는 배출권을 수입업자가 배

출권 매입 의무 형식으로 부담하는 안이 추

가되었다.6 옵션 (ⅲ)을 응용한 형태로서, 배

출권 가격을 EU ETS 배출권 가격에 연동시

키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EU 집행위는 옵션 (ⅳ), 즉 EU 

2 이천기·박지현·박혜리,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Vol. 21 No. 15, 2021.7.21., 5-13면을 추가 발전시켜 작성하였습니다.

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 The European Green Deal, Brussels, 11.12.2019, COM(2019) 640 final, 
para. 2.1.1.

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The EU budget powering the 
recovery plan for Europe, Brussels, 27.5.2020, COM(2020) 442 final, p. 15.

5 European Commission, Inception Impact Assessment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Ref.Ares(2020) 
1350037 – 04/03/2020, p. 2, Section B.

6 “The obligation to purchase allowances from a specific pool outside the ETS dedicated to imports, which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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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에 상응하는 별개의 배출권을 수입상품에 

적용하는 ‘CBAM 인증서(CBAM certifi-

cate)’를 신설하는 안을 2021년 7월 14일 입

법안에서 제안하였다.

3. 물적 적용범위

첫째, 입법안은 부속서 I에서 철강, 알루

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를 적용대상으로 규

정하였다. 부속서 I에 포함된 품목들은 EU 

ETS하에서 탄소누출의 위험이 있다고 기존

에 발표되었던 63개 부문 및 하위부문에 비

하면 상당히 작은 비중에 해당되나, EU 집

행위는 적용상품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권한을 가진다. 탄소누출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적용범위를 다른 부문으로 넓히려는 의

도로 해석되며, 제도 출범 이후 종이, 유리, 

화학제품 등으로 CBAM의 적용 상품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7 

부속서 I에 규정된 CBAM 대상품목을 투입

재로 사용하여 생산된 하류상품에는 CBAM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8 예외적으로 

Regulation (EU) No 952/2013 제256조에 

mirror the ETS price,” European Commission, Summary Report - Public consultation 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Ref. Ares(2021)70541 - 05/01/2021, pp. 3-4.

7 이는 유럽의회 결의에서 유럽의회가 요청하였던 사항이기도 하다. European Parliament, “A WTO-compatibl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21 towards a WTO-compatibl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0/2043(INI)),” P9_TA(2021)0071.

8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Impact Assessment Report - Accompanying the 
document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14.7.2021, SWD(2021) 643 final, p. 25.

주: 각 막대그래프의 구성은 위에서부터 알루미늄, 철강, 비료, 전기, 시멘트 순임.

자료: 이천기·박지현·박혜리,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Vol. 21 No. 15, 2021.7.21., 23면.

그림1 EU 시장에 대한 CBAM 대상품목의 주요 수출국(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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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역내가공절차(inward processing pro-

cedure)를 통해 생산된 가공품(processed 

goods)에는 CBAM의 신고의무 및 인증서 매

입·제출의무가 적용된다.9 생산과정에서 탄소

집약적인 원자재를 투입재로 많이 필요로 하

는 하류상품와 관련해서는 EU 역내기업이 ‘원

자재(CBAM 대상품목)’를 수입하지 않고 역외

국으로부터 해당 원자재를 가지고 제조된 ‘하

류상품’을 수입하려 할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기 대상품목에 대하여, CBAM은 생

산공정 동안 배출된 직접배출에만 적용되며 

상품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발생

한 배출 등 간접배출은 규율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CBAM의 적용범위를 보다 많은 상품·

서비스 및 간접배출에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

부를 EU 집행위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10

4. 인적 적용범위

CBAM은 모든 비EU 국가(역외국)로부터

의 대상품목 수입에 적용된다. 단, EU ETS

에 참여하고 있거나 EU ETS에 연계된 배출

권거래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

용배제가 가능하다.11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과 

뷔징겐, 헬골란트 섬, 리비뇨, 캄피오네 디탈

리아, 세우타, 멜리야 등 5개 영역을 원산지

로 하는 상품에는 CBAM이 적용되지 않는

다.12 또한 제3국 내지는 제3영역의 전기시

장이 EU 역내 전기시장과 전력시장 커플링

(market coupling)을 통해 통합되어 있는 

국가나 지역에도 CBAM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속서 II의 Section B에는 이러한 예

외를 적용받을 국가나 영역이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다.

EU는 제3국의 탄소가격 제도를 CBAM의 

부과수준에 참작하기 위해13 제3국과 협정

을 체결할 수 있다.14 

5. CBAM 신고

누구나 법정 기준15 충족 시 CBAM 대상

품목의 수입 승인을 권한당국에 신청할 수 

있으나16, EU 회원국17이 지정한 권한당국

에 의해 승인된 수입업자, 즉 ‘승인된 신고인

(authorised declarant)’만이 CBAM 적용

대상 상품을 EU로 수입할 수 있다.18 승인된 

신고인은 이전 연도의 배출량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CBAM 신고를 권한당국에 해야 

한다.19 매입·제출 의무가 적용되는 CBAM 

인증서의 수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이

9 입법안 제2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34조 제1항 참조.

10 입법안 제30조 제2항. See also European Commiss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Questions and 
Answers”, 14 July 202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3661.

11 입법안 제2조 제3항.

12 입법안 부속서 II, Section A.

13 입법안 제9조 제4항.

14 입법안 제2조 제12항.

15 입법안 제4조 및 제5조.

16 입법안 제17조.

17 신고인이 설립되어 있는 국가여야 한다.

18 입법안 제25조.

19 입법안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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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고서에는 (ⅰ) 상품 유형별 수입 총량, 

(ⅱ) 수입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 총량, (ⅲ) 

신고인이 제출할 예정인, 내재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의 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20 수입업자가 상품의 정확한 실제 

내재 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입법

안 부속서 III의 산정방식에 따라 설정된 ‘기

본값(default value)’이 적용된다.21 

권한당국은 각 CBAM 신고의 법정 제출 

요구 기한이 포함된 연도 이후 최대 4년 이

내에, CBAM 신고에 포함된 정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해당 신고

를 검토할 수 있다.22 CBAM 신고 의무 불

이행시 권한당국은 자신에게 이용가능한 자

료에 근거해서 해당 신고인의 CBAM 인증서 

부담 수준을 산정한다.23 신고는 이루어졌으

나 인증서 수량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한당국은 신고인의 부담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를 조정하고 그러한 조정 

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하여 한 달 이

내에 추가적으로 CBAM 인증서를 제출할 것

을 요청해야 한다.24 반대로 권한당국의 검

토 결과 신고인이 부담해야 했을 수준보다 

많은 인증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권한당국은 

즉시 해당 신고인에게 인증서 초과 제출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인증

서 가격은 해당 수입이 이루어진 연도의 인

증서 가격 평균치로 환급된다.25

6. 내재된 배출량의 산정

입법안은 내재된 배출량(embedded emi-

ssions)의 산정방식을 전기 외 상품과 전기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첫째, 전기 외 상품의 경

우, 내재 배출량은 부속서 III에 규정된 산정방

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제 배출량에 기초하

여 결정된다.26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 <글상

자 1>에서와 같이 (ⅰ) 단일재에 대해서는 수

입품의 단위당 귀속배출량으로, 복합재는 수

입최종재의 단위당 귀속배출량과 중간투입물 

각각의 배출량을 합산하여 내재 배출량이 산

정된다. 귀속배출량은 해당 사업자의 조직경

계 내에서 발생한 직접배출 총량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입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배출량 자료

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러한 자료가 가용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을 적용하여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입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전기 수입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실

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고려 없이, 부

속서 III에 따라 결정된 기본값을 기준으로 

수입 전기의 내재 배출량이 결정된다.

20 입법안 제6조 제2항.

21 입법안 제7조 제2항.

22 입법안 제19조 제1항.

23 입법안 제19조 제2항.

24 입법안 제19조 제3항.

25 입법안 제19조 제5항.

26 입법안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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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수입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부속서 III

7. 공인 검증인에 의한 내재 배출량 검증 

의무

신고인은 공인 검증인이 입법안 부속서 V에 

규정된 검증 원칙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내재 

배출량을 검증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

다.27 검증인의 공인과 관련하여, Implemen-

ting Regulation (EU) No 2018/206728에 

따라 EU ETS하에서 공인된 자는 CBAM하에

서 공인된 검증인으로 간주된다.29 또한 

Regulation No 765/200830에 따라 각 EU 

회원국의 국내인정기구(NAB: national accre-

ditation body)가 인정한 검증인이 CBAM의 

목적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31 EU 집행

위는 공인 검증인의 인정 조건, 인정의 철회, 

상호인정 등에 관한 상세사항에 관해 위임입

27 입법안 제8조 제1항.

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2067 of 19 December 2018 on the verification of data and on 
the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J L 334, December 31, 2018, p. 94.

29 입법안 제18조 제1항.

30 Regulation (EC) No 765/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setting out the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9/93, OJ L 218, August 13, 2008, p. 30.

31 입법안 제18조 제2항 및 제3조 제26항.

○ 단일재(simple goods)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상품 g의 단위당 귀속배출량으로 산정

- 상품 g의 귀속배출량은 직접배출만을 고려하여 산정 

 : 상품 g의 고유 탄소배출량

 : 상품 g의 귀속배출량 [사업장의 조직경계(System Boundary) 내에서의 배출량]

 : 보고기간 동안 상품 g의 생산량

: 조직경계 내 생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 복합재(complex good)는 최종재 g의 단위당 귀속배출량 및 최종재 g의 생산에 투입된 모든 중간재들의 
내재 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

- 투입물의 총 배출량은 수입상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재화 i의 물량과 고유 탄소배출량을 곱하여 계산하고, 
투입물의 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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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천기·박지현·박혜리,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Vol. 21 No. 15, 2021.7.21.,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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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32

8.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

1) 인증서의 제출, 재구매 및 소각

신고인은 자신이 수입하는 대상품목의 내

재 배출총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

를 매년 구매·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증

서는 각 EU 회원국의 권한당국이 판매하

며,33 권한당국은 인증서 생성 시 각 인증서

에 고유의 단위 식별 코드를 할당하고, 인증

서를 구매하는 신고인의 국가 등록부 계정에 

인증서의 단위 식별 코드, 판매가격, 판매일

을 등록한다.34 인증서 가격은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35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 경매 플랫폼에서의 매주 EU 

ETS 배출권 종가 평균치에 기초하여 EU 집

행위가 결정한다.36 위 평균가격은 다음 역

주 첫 근무일에 EU 집행위가 자신의 웹사이

트에 게시하며, 그 다음 근무일로부터 그 다음 

역주 첫 번째 근무일까지 이루어지는 CBAM 

인증서 판매에 적용된다.37

신고인은 인증서 연례 제출 완료 이후 자

신의 국가등록부 계정에 남아 있는 초과분의 

인증서를 재구매해 줄 것을 권한당국에 요청

할 수 있다. 이전연도에 신고인이 구매하였

던 인증서 총량의 3분의 1까지 권한당국의 

재구매가 가능하며, 수입업자가 구매 시 지

불하였던 가격이 적용된다.38 전전연도에 매

입되고 그 다음 연도 재구매 이후에도 신고

인의 국가 등록부에 남아 있는 인증서는 권

한당국이 매년 6월 30일까지 모두 소각한

다.39 

2) CBAM 의무수준의 조정

첫째, 각 신고인이 부담해야 할 CBAM 인

증서 제출 의무의 수준(인증서의 수)는 “원산

지국에서 기지불된 탄소가격(carbon price 

paid in the country of origin)”만큼 차감

하여 산정된다.40 이를 위해 신고인은 탄소

가격이 원산지국에서 지불되었으며, 수출 시 

환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

야 한다. EU는 제3국의 탄소가격 제도를 참

작하기 위해 해당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

다.41 입법안은 “원산지국에서 기지불된 탄

소가격”으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만을 규

정하고 있으므로,42 탄소가격제 외에 발전차

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32 입법안 제18조 제3항.

33 입법안 제20조 제1항.

34 입법안 제20조 제2항.

35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J L 302, November 
18, 2010, p. 1.

36 입법안 제21조 제1항.

37 입법안 제21조 제2항.

38 입법안 제23조 제1항.

39 입법안 제24조.

40 입법안 제9조.

41 입법안 제2조 제12항.

42 입법안 제3조 제23항: “‘carbon price’ means the monetary amount paid in a third country in the form of a tax 
or emission allowances under a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ystem, calculated on greenhouse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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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RPS), 직접 배출규제 등은 CBAM 의무 

수준 조정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논란

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최근 

2021년 11월 22일자 유럽의회의 CBAM 검

토의견 초안43에서는 탄소가격제 이외의 탄

소저감 정책도 CBAM 의무수준 조정에 고려

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된 바 있다.

둘째, CBAM 의무수준에는 EU ETS 무상

할당도 고려된다. CBAM 과도기간(2023~ 

25년) 이후 2026년을 시작으로 CBAM이 적

용되는 산업부문에서 EU ETS 무상할당은 

10년에 걸쳐 매년 10%p씩 점진적으로 축소

하여 2035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며, 동 

10년의 기간 동안 매년 CBAM 의무수준에

서도 EU ETS 무상할당량만큼이 차감되어야 

한다.44 기존에 EU 집행위는 탄소누출을 상

쇄시키기 위한 EU ETS하에서의 현행 무상

할당, 국가보조 등을 CBAM으로 대신할 것

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으나, 무상할당을 

공여받던 EU 역내 산업부문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어 입법안에서와 같이 절충안을 모

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정 조항은 CBAM이 보호무역주

의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 

EU ETS 무상할당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서 CBAM을 추가 적용할 경우 대상물품의 

수출국과 EU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규제로 체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권한당국

CBAM을 집행하는 중앙화된 권한당국은 

없으며, 각 EU 회원국이 CBAM에 따른 의

무를 수행할 권한당국을 지정한다.45 모든 

EU 회원국의 권한당국을 명시한 목록이 EU 

관보에 발표될 예정이다. 각 회원국의 권한

당국은 신고인의 정보, 운영자, 제3국 시설

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국내 등록부를 설

치하고, 해당 정보는 EU 집행위가 설치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집결된다. EU 집행위

의 DB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다.46

EU 집행위는 각 EU 회원국의 권한당국을 

조력하고 그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

며, CBAM 인증서를 독자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기능

하게 된다. 또한 국내등록부에 기록된 거래

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통제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7

10. 집행

신고인이 매년 5월 31일까지 수입상품의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

출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EU ETS 지침(2003/87/EC)48에 규정된 과

태료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다.49 과태료를 지불하더라도 승인된 신고인

covered by such a measure and released during the production of goods;” [밑줄첨가]

43 European Parliament, DRAFT OPINION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for the Committee on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OM(2021)0564 – C9-0328/2021 – 
2021/0214(COD)), p. 17, Amendment 21.

44 입법안 제31조 제1항.

45 입법안 제11조 제1항.

46 입법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47 입법안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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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제출된 CBAM 인증서 제출 의무를 면

제받는 것은 아니다.50 EU 회원국은 자국법

에 따라 추가 행정 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

다.51

11. 우회방지

EU 집행위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품목의 우회(circumvention) 수

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개월 

이상 CBAM 대상품목의 EU 수입물량이 유

의미하게 감소하고 동시에 ‘미세하게 변성된 

상품(slightly modified products)’의 수입

물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우, EU 집행

위는 위임입법을 통해 해당 미세 변성 상품

을 CBAM의 적용범위에 추가할 수 있다.52 

12. 발효 및 과도기간

CBAM은 크게 두 단계에 거쳐 이행될 예

정이다. 제도 자체는 2023년 1월 1일에 발

효할 예정이나,53 3년의 과도기간(’23~‘25년)

을 예정하고 있다.54 과도기간 동안 승인된 

신고인(EU 수입업자)는 직접적인 금전적 의

무 즉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를 부담

하지 않으며, 자신이 수입하는 상품의 내재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분기마다 보고할 의

무만을 부담한다.55 CBAM이 금전적 의무를 

포함하여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은 

2026년 1월 1일부터이다. 

한편 과도기간 종료 이전에, EU 집행위는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다른 부문으로 CBAM

을 확대할 가능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56

13. 추후 절차

EU 집행위의 CBAM 입법안은 유럽연합

법상 일반입법절차(OLP)의 적용대상으로서, 

2021년 7월 14일 발표 이후 현재 유럽의회

와 EU 이사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유럽연

합법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검토를 거쳐 양 기관 모두에서 채택되어야 

하므로, 향후 입법절차 중에 CBAM 입법안 

내용에 적지 않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례로, 유럽의회는 2021년 11월 22일자 

CBAM 검토의견 초안57에서 EU 집행위 입

48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Art. 16(3).

49 입법안 제26조 제1항.

50 입법안 제26조 제3항.

51 입법안 제26조 제5항.

52 입법안 제27조.

53 입법안 제36조 제2항.

54 입법안 제36조 제3항.

55 입법안 제32조. 한편 입법안상 보고의무의 대상으로는 전기 외 상품의 내재된 ‘간접’ 배출 총량도 포함되어 있음. 입법안 제35조 
제2항 제(c)호.

56 입법안 제30조 제2항.

57 European Parliament, DRAFT OPINION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for the Committee on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OM(2021)0564 – C9-0328/2021 – 
2021/0214(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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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대해 총 68건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집행위 입법안에 대한 수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모두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일

반입법절차는 보통 1년 이상 걸리며 평균적

으로 18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2023년 1/4

분기까지 새로운 규칙이 출범하는 데 기술·

절차적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인

다. 최종 법안은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의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위 입법절차와는 별도로, EU 집행위 

차원에서 CBAM의 시행을 위한 이행법률과 

위임법률을 마련해주는 작업이 진행 중일 것

으로 예상된다. 2021년 7월 14일 발표된 입

법안은 제도적 틀을 마련해 놓은 것에 불과

하며, CBAM의 실무 차원의 운영에 필수불

가결한 요소의 많은 부분을 여전히 공란으로 

남겨 둔 상태이다. CBAM의 실제 이행을 위

해서는 입법안에서 EU 집행위에게 이행법률

과 위임입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부분, 예를 들어 (ⅰ) 부속서 

III에 규정된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 특히 대

상품목별 벤치마크 계수 및 기본값, 조직경

계(system boundaries)의 범위, (ⅱ) CBAM 

인증서 가격 평균치 산정 방식, (ⅲ) 배출량 

검증규칙, (ⅳ) 검증인의 공인(인정)에 관한 

규칙, (ⅴ) 우회방지 목적으로 허용될 CBAM

의 확대 범위 및 기준, (ⅵ) EU 집행위 입법

안 부속서 II에 해당되는 국가와 영역의 목

록, (ⅶ) 원산지국에서 기지불된 탄소가격 및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에 상응하는 CBAM 

의무수준 조정의 방식 및 시점 등에 관한 세

부 이행 규칙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Ⅲ. 통상법적 검토

1. CBAM의 법적 성격

WTO 협정 중 특히 GATT에서는, 문제된 

조치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근거 조

항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우선 CBAM의 

WTO 협정상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표 1>과 같이, 조치의 재정적 성격 

유무 및 국내·국내 조치 여부에 따라 (ⅰ) 관

세, (ⅱ) 수량제한조치, (ⅲ) 내국세, (ⅳ) 국

내규제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중 (ⅰ)과 (ⅱ)

는 절대적 의무에 해당되므로, 수입상품과 

‘비교하여’ 차별을 야기하지 말라는 상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ⅲ)과 (ⅳ)에 비해 의

무 위반시 정당화가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해

석된다. 

재정적 조치 비재정적·규제적 조치

국경조치
(ⅰ) 관세 

(GATT 제II조 제1항)

(ⅱ) 쿼터, 수입허가 등 수량제한조치

(GATT 제XI조 제1항)

국내조치
(ⅲ) 내국세·내국과징금

(GATT 제II조 제2항)

(ⅳ) 국내규제

(GATT 제III조 제4항)

주: GATT 제I조 제1항 최혜국대우의무는 법적 성격에 따른 조치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됨.
자료: 이천기, “WTO협정상 배출권 국경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GATT Ad Article III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2호, 2017, 156면.

표1 WTO 협정상 법적 성격에 따른 회원국 ’조치‘의 유형 분류와 대표 적용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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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또는 비재정 조치 

우선 CBAM의 법적 성격을 재정적 성격의 

아니면 비재정적 성격의 조치로 보는지에 따

라 동 조치에 적용가능한 법적 근거가 상이해

진다. CBAM의 법적 성격을 재정조치로 볼 

경우 <표 1>의 (ⅰ) 또는 (ⅲ)에 해당된다. 즉 

재정조치이자 수입상품에만 적용되는 국경조

치로서 GATT 제XI조 제1항 대신 GATT 제II

조 제1항을 적용받거나, 또는 재정조치이자 

역내상품과 수입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국내

조치로서 GATT 제III조 제4항 대신 GATT 

제III조 제2항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EU는 EU ETS의 경우 조세 제도가 아니라

는 입장이다. 과거 국제항공 부문을 EU ETS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Directive 2008/10158의 

국제법적 합치성 여부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선

결적 판결을 위해 회부되었던 2011년 ATAA 

v. Secretary of State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동 사건에

서 Kokott 법률고문관은 “과징금은 사용된 공

공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서 부과되는 것이다. 

과징금의 양은 공공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며 사전에 결정된다. [...] 특히 조세의 

경우 공공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며 

세율 및 과세기준과 같이 사전에 결정된 기준

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 반면, “EU ETS와 같

은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반조치(a market- 

based measure)이다. 현재 [...] EU ETS에서

는 [...] 무상할당 경매로 판매되는 배출권의 

가격도 사전에 결정되지 않고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다. 또한 권한당

국이 배출권을 할당한 배출권이 향후 탄소시

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도, 배출권 가격은 사

전에 결정한 수치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

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배출권 구매가격을 과징금이나 조세

로 묘사하는 것은 “이례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59 이후 재판부도 Kokott 법률고문관

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60 

이러한 배경에서, EU 집행위는 CBAM이 

EU ETS를 그대로 반영(mirror)하는 것이므

로 CBAM 또한 추가 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U 입장에서는 CBAM 인증서가 

‘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될 경

우 동 조치에 적용되는 국제통상법적 근거가 

달라질 뿐 아니라, 양허세율 및 대외적 당위성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 CBAM 인

증서의 법적 성격이 조세 중에서도 <표 1>의 

(ⅰ)번, 관세로 규명될 경우 CBAM를 방어하

기가 EU 입장에서 불리할 것이다. 다수의 국

가들이 추가 관세를 보호무역주의와 직접적

으로 연관짓는 경향이 있으며, 앞서 <그림 1>

에서 확인하였듯이 CBAM의 적용대상 중에

58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2008] OJ L8/3.

59 OPINION OF ADVOCATE GENERAL KOKOTT delivered on 6 October 2011 in C-366/10, 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 and Others, paras. 215-216. 

60 JUDGMENT OF THE COURT (Grand Chamber) of 21 December 2011 in C-366/10, 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 and Others, paras. 147: “It is therefore clear that, in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2003/87 
to aviation, Directive 2008/101 does not in any way infringe the obligation, applicable to the fuel load, to grant 
exemption, as laid down in Article 11(1) and (2)(c) of the Open Skies Agreement, given that the allowance trading 
scheme, by reason of its particular features, constitutes a market-based measure and not a duty, tax, fee or 
charge on the fuel load.” [밑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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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

는 품목은 철강 및 철강제품(HS 72류 및 73

류 일부)이다.61 해당 품목에 대한 EU의 

MFN 양허관세율이 현재 대부분 0%(무관세)

이므로, EU의 교역상대국 입장에서는 CBAM

이 실질적으로 철강에 대한 관세 재도입으로 

체감될 여지가 있다. 

또한 ECJ의 사법 판단과는 반대로, 미 상

무부는 최근 EU ETS 배출권이 조세에 해당

된다는 판정62을 내린 바 있어 CBAM의 법

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도 논란이 예상된

다. 2020년 12월 11일에 미 상무부는 EU 

ETS 하에서 무상할당을 집중적으로 공여받

은63 일부 시설에서 생산되어 미국에 수출된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보조금 

긍정 판정을 내리면서, 이러한 무상할당이 

WTO 보조금협정 제1.1조 제(a)항 제(1)호 

(ii)목의 의미에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64에 해

당한다고 보았다.

EU의 입장에 따라 EU ETS를 조세가 아닌 

시장기반조치라 보더라도, CBAM에는 EU 

ETS와 ‘동일한 조치’로 인정해 주기 어려운 부

분이 있다. 앞서 본고의 제Ⅱ절에서 살펴보았

던 것처럼, CBAM 인증서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이 예정되지 않으며, CBAM 인증서 

거래 및 EU ETS 배출권과의 거래가 CBAM 

하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즉 배출권 거래가 인

정되는 EU ETS와는 달리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며, CBAM 

인증서의 가격 또한 이전 주의 EU ETS 배출권 

종가 평균치에 기초하여 산정, 매주 첫 근무일

에 EU 집행위가 공고하는 형식이므로 사전에 

결정된(pre-determined) 요율이라 볼 여지

가 있다. 또한 경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EU ETS 하에서는 대부분 거래당사자에게 귀

속되는 반면, CBAM 인증서 판매 수익이 EU 

자체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조세의 정

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2) 국경 또는 국내 조치 

국경 조치인지 국내 조치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의 근거규범이 또한 상이해진다. CBAM

이 GATT Ad Article III의 적용범위에 포

섭된다면 GATT 제III조에 따른 국내조치, 

그렇지 않을 경우 제II조나 제XI조에 따른 

국경조치가 된다.

첫째, Ad Article III의 적용범위에 해당

되기 위해서는 ‘수입상품 및 동종상품 모두

에 적용’된 조치이어야 한다. 다만, 국내상품

에 적용되는 조치와 수입상품에 적용되는 조

치의 형식과 내용이 Ad Article III를 적용

받기 위해 반드시 ‘완전히 동일(identical)’

61 참고로 2019년 대EU 철강·철강제품 수출액은 중국(5,005,107,000 달러), 러시아(4,716,548,000), 영국(4,059,987,000), 터
키(3,608,202,000), 인도(3,626,555,000), 한국(3,018,451,000) 순이다. 이천기·박지현·박혜리,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Vol. 21 No. 15, 2021.7.21., 23면.

62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Forged Steel Fluid End Blocks from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428-848;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Forged Steel Fluid 
End Blocks from Italy,” C-475-841.

63 EU ETS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배출집약도 최상위 시설 기준 44.2% 수준으로 보통 무상할당이 이루어지는 반면, 탄소누출 목록에 
포함되는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이 공여되는 조치이다.

64 WTO보조금협정 제1.1조 제(a)항 제(1)호 (ii)목상 관련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government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is foregone or not collected” [밑줄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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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는 없다.65 EU 역내외 상품에 각각 

별개의 제도(EU ETS와 CBAM)를 적용한다

는 점은 판정례에 비추어 볼 때 Ad Article 

III의 목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U ETS 자체가 수입상품에 반드시 직접 적

용될 필요는 없으며 EU ETS를 직접 적용받

는 경우에 부담하는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경

제적 부담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입상

품에 별개의 제도(CBAM)을 적용하는 것은 

Ad Article III 하에서 가능하다. 

둘째, 과거 US - Tuna I, US - Tuna II 

패널 판정66에서 확인하였듯이, Ad Article 

III는 상품 무관련 생산가공공정(NPR PPMs: 

Non-Product-Related Process or Pro-

duction Methods)을 동 규정의 적용범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최종수

입상품에 물리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요소를 

이유로 하여(예: 상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

출, 전기 사용 등)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조치에

는 GATT Ad Article III가 적용되지 않으므

로, <표 1>의 (ⅲ)번 또는 (ⅳ)번이 아니라 (ⅰ)

번 또는 (ⅱ)번에 해당된다. 다만, Canada - 

Periodicals 사건 등 판정례에 비추어 볼 

때,67 위 <그림 2>와 같이 회원국이 배출권거

래제에서 배출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에 있어 

‘상품에의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68에

65 See, e.g., Panel Report, EC – Asbestos, paras. 8.93, 8.94.

66 이들 사건에서 GATT 패널은 “참치포획방식에 대한 규제는 참치상품 그 자체에 적용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는데, 참치의 판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상품으로서의 참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 제III조 제4항과 Ad Article III가 아니라 
제XI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속하여 제XI조 제1항 위반”이라 보았다. See GATT Panel Report, US - Tuna I, paras. 5.11, 
5.13; GATT Panel Report, US - Tuna II, para. 5.8.

67 Panel Report, Canada – Periodicals, paras. 5.15, 5.20-5.30;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Periodicals, pp. 
17-19.

68 GATT Ad Article III의 “applies to ... product” 부분을 근거로 하는 해석이다.

그림2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에 부과된 조치의 구분

(상품에의 관련성 유무에 근거한 세부 구분)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

(예: 탄소배출)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조치

(배출권 제출의무 등)

① 최종상품에 관련성이 없는, 협의의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에 부과된 조치

*예: 상품에 어떠한 관련성이 없이 

산업ㆍ업체ㆍ사업장 별로 배출제한이 부과되고 

배출권이 할당되는 경우. 즉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배출책임이 할당되는 경우.

②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에 

부과된 조치이나, 

그러한 조치의 부과방법 등을 통해 최종상품에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

*예: 상품 한 단위별로 배출책임이 할당되는 경우.

자료: 이천기, “WTO협정상 배출권 국경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GATT Ad Article III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2호, 2017, 168면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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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NPR PPMs 조치에도 예외적으로 Ad 

Article III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BAM은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즉 NPR 

PPMs을 이유로 적용되는 조치이기는 하나, 

앞서 <글상자 1>에서 확인하였듯이 내재 배

출량을 대상품목의 ‘단위당 귀속배출량’으로 

산정하여 수입업자가 1tCO2-eq.당 1개의 

CBAM 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하는 방

식으로 CBAM 적용 대상품목의 배출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69 CBAM이 최종‘상품에 

관련성을 가지는’ 조치로서, 국경조치(GATT 

제II조 또는 제XI조)가 아닌 국내조치(제III

조)임을 주장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어느 

정도 의도한 부분이라 보인다.

그러나 위 CBAM 입법안 부속서 III의 내

용만을 두고 Ad Article III가 CBAM에 적

용될 수 있다고 EU가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

가 있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입법안 

수정안 및 이를 기초로 향후 EU 집행위가 

마련할 이행법률과 위임입법의 구체적인 내

용에 따라 Ad Article III의 적용 가부가 상

이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입법안 부속서 III

에 따른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EU 집행위가 향후 CBAM의 이행법률에서 

입법안 부속서 I에 따른 CBAM 적용 대상품

목별 계수 및 기본값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하다. EU ETS 상품 벤치마크는 일부 상

품(특히 철강)에 대해 품목별이 아니라 기술

별로 벤치마크를 두고 있다. EU ETS에서 

‘기술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별’ 

탄소가격 수준을 CBAM 부속서 I 하에서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CBAM 적용대상

품목에 과연 형평하게 할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확인하였듯, 외견상 동일한 

조치가 적용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국내상

품에 부과된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효과가 

수입상품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발표된 집행위 입법안에만 비추

어 보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EU 

ETS와 CBAM 사이에 완연한 제도적 차이가 

확인된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검토, EU 

집행위의 이행법률·위임이법을 통해 EU ETS

와 CBAM의 실체적 규율 내용에 차이가 커질

수록, Ad Article III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

아지고 EU의 의도와는 달리 CBAM이 국경조

치로 규명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2.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가능성

EU 집행위 입법안은 수입상품에 대해 ‘동

종의 EU 역내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

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데 특히 중점

을 둔 것으로 보인다. 역내상품과 역외상품

에 법적으로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각각 EU 

ETS 및 CBAM)가 적용되나, EU 역내산업이 

부담하는 탄소가격(EU ETS 배출권 가격)과 

동일한 탄소가격(CBAM 인증서 가격)만을 

EU 수입업자에게 요구하는 등 역내외 상품

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대우하므로 비차별

대우의무 위반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탄소가격 이외의 측면에서는, 인증

서 제출 시기, 검증 시기, 인증서 가격 등에

서 EU ETS와 CBAM 사이에 주목할만한 제

도적 차이가 발견된다. 또한 상품 생산과정

에서의 탄소배출 즉 NPR PPMs에 기초한 

69 입법안 부속서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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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라는 점에서도 CBAM은 동종상품에 대

한 차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70 예를 들어 다음에서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1) CBAM 인증서의 거래가능성 및 유효기한

EU ETS 대상업체의 경우 역내적으로 배

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

한 EU ETS 배출권을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

과 시점에 사전 매입이 가능하며 매입한 배

출권은 EU ETS 제4기 동안 즉 2030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반면 CBAM 인증

서는 초과분에 대한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

며, 소각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즉 이전연도

에 신고인이 구매하였던 인증서 총량의 3분

의 1까지 권한당국의 재구매가 가능하며 수

입업자가 구매 시 지불하였던 가격이 적용되

고71 전전연도에 매입되고 그 다음 연도 재

구매 이후에도 신고인의 국가 등록부에 남아 

있는 CBAM 인증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모두 소각된다.72 

2) 인증서의 분기별 예치 의무

신고인은 제출해야 하는 수량의 CBAM 

인증서를 국가등록부의 자신의 계정 내에 유

지하고, 각 분기 말까지 내재 배출량(기본값

에 기초하여 산정)의 최소 80%를 각 분기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 특히 EU 내 에너지 

효율 하위 10% 시설을 벤치마크로 하는 기

본값 대비 80%를 분기별로 국가등록부에 예

치시킬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좋은 수출기업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수입하

는 EU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래 부

담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보다 상당히 

많은 인증서를 예치시키야 할 상황이다. 이

는 수입기업의 유동성 제약으로 이어질 것이

며, 대상품목을 수입 대신 역내적으로 확보

하려 할 유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이처럼 기본값에 기초하는 예치 요건은 EU 

ETS하에서는 대상업체들에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GATT 제III조의 의미에서 

차별적이다.

3)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

CBAM 입법안의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이 우려

된다. 첫째, 내재 배출량으로서 대상품목의 실

제 배출량을 제출하는 경우, EU의 주장대로 

EU ETS 배출권 가격과 CBAM 인증서 가격은 

서로 연동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대상품

목이 결과적으로 최종 부담하는 탄소가격은 

[가격 × 내재 배출량]이므로, EU 역내외 상품 

사이에 상이해질 가능성이 크다. CBAM은 

NPR PPMs에 기초하는 조치이기에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다. 

70 GATT/WTO 판정례에 비추어 볼 때 제III조상 ‘동종상품(like products)’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NPR PPMs은 
인정될 수 없다. 패널 및 상소기구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 인식, 관세분류만에 근거해서 동종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GATT 1947 체제 말(90년대 초)에 NPR PPMs을 동종성 판단에 고려한 일부 GATT 패널보고서가 있었으나, WTO 출범 
후에는 상소기구가 해당 GATT 패널보고서를 명시적으로 비판하며 그러한 접근법의 사용을 거부하였다. 다만, 하류 부문에 놓인 
최종상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GATT/WTO의 ‘동종성(likeness)’의 판단기준이 CBAM의 적용대상인 상류부문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에 어느 수준까지 유의미하게 적용가능할 것인지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71 입법안 제23조 제1항.

72 입법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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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입장에서는, 동일 수준의 CBAM을 적

용받는 품목의 구획(bracket)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CBAM의 세부 이행규칙 설계시 내

국민대우의무와의 합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내재 배출량 

관련 기본값 설정에 있어서는 세부 상품별로 

상이한 수준의 CBAM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조치(동일 기본값)의 적용을 받는 ‘하

나의 수입상품(군)’ 범주를 기술적으로 가능

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종상품 즉 직·간접적으로 시

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상품들이 동일

한 하나의 조치(상품 한 단위당 동일 수준의 

탄소가격 부담)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것이므

로, 상호 경쟁관계가 ‘없는’ 상품들까지를 모

두 포괄할 정도로 하나의 범주를 넓게 설정

할 필요는 없다. 이는 내국민대우의무는 문

제된 국내상품‘군’ 전체와 수입상품‘군’ 전체 

사이의 총괄적인 비교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하며, 문제된 상품군 내 일부 세부상품

(sub-group) 사이에서의 비차별의무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일부 판정례에 

기초하는 접근법이다. ‘EU ETS하에서 해당 

국내상품군에 부과되는 탄소부담 평균치’와 

‘CBAM 하에서 수입상품군에 부과되는 탄소

부담 평균치’가 비교대상이 될 것이므로, 비

교범주 내에서 상계(offset)를 통해 내국민대

우의무 위반을 피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단, 위 접근법에는 한계도 분명하다. 비교대

상 상품군 사이의 전체적인 비교 뿐 아니라 해

당 상품군 내 세부상품 간의 차별까지를 모두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으로 본 판정례 또한 확

인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집행위 입법안 부속

서 Ⅲ은 CBAM 대상품목 수입업자들이 자신

이 수입한 상품에 포함된 ‘실제’ 내재 배출량을 

신고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본값이 아

니라 실제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매

입·제출할 경우에는 상기 접근법도 내국민대

우의무 합치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둘째, CBAM 입법안은 수입 CBAM 대상품

목의 실제 배출량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

이 대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차별적 요소가 발견된다. 입법안은 기본값이 

우선 (ⅰ) 각 수출국의 배출집약도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ⅱ) 해당 국가 차원의 배출

집약도 평균치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EU 내 

성능 최하위 10% 시설의 배출집약도 평균치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ⅱ)번은 실질적으로 “Worst 

Available Technology”에 해당되며, 이로 인

해 CBAM 대상품목의 수입업자가 EU ETS에는 

없는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을 차

별적으로 적용받을 우려가 있다. 

3. GATT 제I조 최혜국대우의우 위반 

가능성

CBAM이 GATT 제Ⅰ조 제1항의 최혜국

대우의무 위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NPR PPMs에 기

초한 조치이므로, 제도가 실제 운영되는 과

정에서 특정 원산지국(탄소다배출국)으로부

터 수입되는 수입상품에 다른 원산지국(탄소

저배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의 수입상

품에 비해 ‘필연적으로’ 불리한 대우가 발생

하기 때문이다. GATT 제Ⅰ조 제1항에서도 

GATT 제Ⅲ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종’ 상

품 사이에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NPR PPMs은 동종상품임을 판단하

는 데 참작될 수 없다는 것이 GATT/WTO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국제통상법적 시사점   73

판정례의 일관된 입장임을 앞서 확인하였다. 

제3국에서 기지불된 탄소가격을 조정해주

는 메커니즘73도 GATT 제Ⅰ조의 의미에서는 

차별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A국과 B국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출되는 ‘동종’ 상품임에도,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제 등을 통해 기후변

화 완화 노력을 보이고 있는 A국에 대해서만 

위 원산지국 탄소가격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 

CBAM 부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

다. GATT 제Ⅰ조 제1항은 EU가 원산지국을 

불문하고 동종상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ly)” 비차별대우를 부여할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조정 메커니즘 설계시 EU 집행위는 GATT 제

I조 제1항 합치성보다는 GATT 제XX조 두문

(Chapeau) 요건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해

석된다.

4. GATT 제XX조 일반예외를 통한 

정당화 가능성

CBAM의 GATT 제I조 또는 제III조 위반

을 GATT 제XX조 제(b)항74 또는 제(g)항75

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EU 입

장에서 중요할 것이다. 입증책임 및 내용의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EU는 제(b)항보다는 

제(g)항에 주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76 

제XX조 제(g)항의 ‘고갈가능한 천연자원’ 

개념에는 청정대기가 포함된다는 기존 WTO 

판정례77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안정된 기

후’도 동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EU는 CBAM이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환경 보

호를 주된 목적을 위한 조치임을 증명할 수 있

어야 한다. 즉 “문제된 조치[CBAM]와 천연자

원 보존이라는 정당한 정책 사이의 관계”78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5월 27일 발표

된 ‘유럽부흥계획(Recovery Plan for Europe)’

에서 EU 집행위는 CBAM이 EU 예산에 귀속

되는 새로운 재원으로서 COVID- 19 이후 유

럽 지역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연간 50~140억 

유로 상당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고 전망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79 2021년 7월 

14일 발표된 입법안에서도 CBAM을 통해 발

생한 수익 대부분이 EU 자체 예산으로 귀속되

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된 어려

움을 해결하고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대

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넥스트제너레이션

EU(NextGenerationEU)” 프로그램의 운용

73 입법안 제9조.

74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75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 보전에 관련된 조치.

76 예를 들어, 제(b)항에서는 필요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EU가 추구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CBAM보다 덜 무역제한적이
며, EU에게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 정책수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EU의 적극적인 입증이 요구된다. See, e.g., 
Appellate Body Report, EC – Asbestos, paras. 170-172. 반면 제(g)항에서는 관련성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CBAM
이 EU가 추구하는 정책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만 보이면 된다. See, e.g., Appellate Body Report, US – 
Gasoline, p. 18.

77 Panel Report, US – Gasoline, paras. 6.36-6.37; Appellate Body Report, US – Gasoline, p. 19.

78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para. 135.

79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The EU budget powering the recovery plan for Europe”, 27.5.2020, COM(2020) 
442 final,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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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활용할 것

임을 재확인하였다.80 

GATT 제XX조 제(g)항을 통한 정당화를 위

해 EU는 (ⅰ) 해당 조치와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substantial relationship)이 

있는지,81 (ⅱ) 문제된 조치와 추구하는 목적이 

합리적인 수단과 목적 관계에 있는지,82 (ⅲ)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가 “가시적으로 밀접하고 

진정한” 것인지,83 (ⅳ) 해당 조치가 고갈가능한 

천연자원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84

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14일 입법

안에서는 이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검토 

단계에서는 CBAM 수익의 활용용도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CBAM 법안상에 명시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EU ETS 지침의 

경우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익의 50% 이상을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목적에 사용할 것이 명시되

어 있다.85 

마지막으로, GATT 제XX조 두문(Chapeau)

의 ’자의적인 차별(arbitrary discrimina-

tion)‘ 테스트가 GATT 제XX조를 통해 CBAM

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까지의 GATT/WTO 판정례에 비추어 볼 경우 

(ⅰ) 문제된 조치가 국제무역에 야기하는 제한

적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수입회원

국이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기 위해 진지하고 

신의성실하게 노력하였는지 여부, (ⅱ) 수입회

원국이 모든 수입회원국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사한 또는 대등한 기회를 비차별적으

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ⅲ) 조치의 적용이 다른 

회원국들에서의 지배적인 상황과 조건을 참작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한지 여부, 

(ⅳ) 다른 회원국이 수입국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정도, 

(ⅴ) 투명성·청문권·청구권 등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 (ⅵ) 조치의 적용이 야기한 차별이 제XX

조 각 항에 열거된 정책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원인 또는 근거(a legitimate cause or ra-

tionale)”를 가지고 있는지, (ⅶ) 조치의 적용이 

야기한 차별이 “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

는지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

80 원문은 다음과 같다. “Most revenues generated by CBAM will go to the EU budget. In the special European Council 
of 17-21 July 2020, EU leaders agreed on the recovery instrument NextGenerationEU. The instrument will 
provide the EU with necessary mean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erein, 
support investment in the green and digital transitions. In order to finance it, the Commission will be able to 
borrow up to EUR 750 billion on financial markets. In that context,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agreed that ‘the Institutions will work towards introducing sufficient new own resources with 
a view to covering an amount corresponding to the expected expenditure related to the repayment’ of 
NextGenerationEU. The Commission committed to put forward proposals on new own resources, which would 
include the CBAM in the first semester of 2021 [밑줄추가]”. See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EXPLANATORY MEMORANDUM, 14 July 2021, pp. 10-11. Cheon-Kee Lee, “EU CBAM: 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KIEP Opinion, No. 222, September 29, 2021, 6면에서 재인용.

81 Appellate Body Report, US – Gasoline, p. 19.

82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paras. 141-142.

83 Ibid.

84 GATT Panel Report, Canada—Herring and Salmon, para. 4.6. 단, (ⅳ)번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테스트는 제XX조 (g)항에
서 실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아니며 동 항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확정적인 기준은 될 수 없음.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pp. 18, 19.

85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EU 회원국들은 EU ETS 배출권 경매 관련 수익이 최대 77%(평균치)
를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관련 용도로 사용하였다.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23 July 202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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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XX조 두문에서 특히 중요하다. 

CBAM의 최종 입법과정까지 이해관계국들

(우리나라 등 對EU 수출국들)과 CBAM과 관

련하여 충분한 사전 소통 및 조율이 있을 경우, 

GATT 제20조 두문의 “자의적인 차별” 요건

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

다. 다만, 제도의 경직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위 입법안은 EU의 자체적인 탄소배

출 수준 및 파리협정하에서 EU의 탄소배출 저

감약속 수준에 연계된 탄소가격을 다른 국가

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CBAM이 UNFCCC와 파리협정의 ‘공통적이

지만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CBDR-RC: Common but Differenti-

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원칙과 자체적 차별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CBDR-RC 원칙은 

제XX조 두문을 해석하는 데 해석적 요소로서 

참작될 될 수 있을 것이다. EU는 CBAM의 본

격 출범에 충분한 과도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EU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 최빈

개도국의 경우 CBAM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

는다(barely affected)”고 주장한다.86 그러

나 GATT 제XX조 두문이 자의적이거나 정당

화될 수 없는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상은 

최빈개도국 뿐이 아닌 모든 WTO 회원국이다. 

대다수 EU 교역상대국의 국내 탄소가격이 각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의 시장 특성에 맞추어 

설정되는 것을 CBAM이 저해할 우려가 있으

며, EU 수준만큼의 탄소가격을 일방적으로 유

도하는 일방 조치를 구성한다고 해석될 여지

가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첫째, CBAM에 대한 확정적인 입장을 취하

기에 앞서, EU의 다른 교역상대국들이 어떠

한 공식 입장과 대응논리를 개진하는지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021년 7

월 14일 입법안 공식 발표 이후 UNFCCC·파

리협정 당사국총회, WTO 등 다자 채널에서 

CBAM 입법안하에서 러시아, 터키, 중국 등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입장

과 이에 대한 EU의 대응논리, 특히 WTO 합

치성에 관한 EU 측 방어논리를 살펴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입법안에서 상대적

으로 영향을 적게 받은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도 향후 EU의 제도 추진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둘째, CBAM이 추가적인 통상분쟁으로 확

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BAM의 영향권

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

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U가 취한 환경조치가 통

상분쟁화된 전례가 다수 확인되며, CBAM 입

법안에도 다양한 통상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

기 때문이다. 일례로 EU가 2018년 당시 팜유

(palm oil)를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목록에

서 제외하는 환경조치를 취했을 당시 인도네

시아와 말레이시아가 EU의 WTO 협정 위반

을 주장하며 EU를 각각 WTO에 제소한 전례

가 있다.87 또한 EU 영역을 이착륙하는 외국 

항공기가 EU 상공뿐 아니라 공해 상공에서 

야기하는 탄소배출량까지 EU ETS로 편입하

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미국과의 무역마찰 및 

86 See, e.g. “EU official: Carbon border adjustment, international coordination ‘not at odds’”, Inside U.S. Trade 
(2021.11.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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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어보잉사 발주 중단 위협 등으로 인

해 EU가 2012년에 관련 입법절차를 중단한 

적도 있다.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CBAM의 통상법적 합치

성에 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제

부터는 EU 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단독으로 

법률 검토를 수행하기 보다는 CBAM의 영향권

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의 직접적인 의

견 교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U는 EU ETS 

배출권 가격과 CBAM 인증서 가격을 일치시

켜 역내외 상품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므로 CBAM이 GATT 제III조 내국민

대우의무에 합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3

절에서 지적하였듯 탄소가격 외 다양한 제도

적 측면에서 차별 가능성이 확인된다. 사실 

CBAM은 NPR PPMs에 기초하여 동종상품

을 상이하게 대우하는 조치에 해당되므로 필

연적으로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법적 구조에 해당된다. 

EU가 적극적 항변사유로서 GATT 제XX조 

환경예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CBAM

이 다른 교역국에서의 상황을 불문하고 EU 

ETS 수준의 탄소가격을 실질적으로 강제하

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UNFCCC와 파리

협정의 CBDR-RC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제XX조 두문의 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유럽의회·EU이사회 검토 이후 최

종적으로 확정되는 CBAM의 내용에 따라 

(ⅰ)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 

가능성,88 (ⅱ) EU 기후정책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국가 목록을 EU가 작성할 가능

성,89 (ⅲ) CBAM의 일환으로 수출환급제도

가 도입될 가능성,90 (ⅳ) 대상품목 원산지국 

결정 문제91 등에 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CBAM이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

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우리 수출기업이 

내재배출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업이 제출한 배출량 자료가 검증 결과 신뢰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품목 EU 

87 (ⅰ) EU and Certain Member States - Palm Oil (Malaysia)(DS600): 2021년 1월 15일 말레이시아 제소 건. 2021년 
4월 15일 패널 설치완료, 패널구성 이전].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600_e.htm; (ⅱ) 
EU - Palm Oil (Indonesia)(DS593): 2019년 12월 9일 인도네시아 제소 건. 2020년 7월 29일 패널 설치 및 동 년 11월 
12일에 패널 구성 완료. 본안심리 중이며, 2022년 2/4분기 이전에 패널보고서 발급 예정(WT/DS593/11)]. https://www. 
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93_e.htm.

88 개도국·최빈개도국에 대한 CBAM 적용면제 조항이 WTO법상 적법하게 추가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CBAM이 EU ETS 
배출권에 상응하는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1979년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 제2항 
제(d)호(“모든 일반적인 또는 구체적인 개도국 우대 조치의 맥락에서, 개발도상국 중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에 따라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만’ CBAM의 적용배제 또는 부과수준 경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79년 권능부여조항 제2항 제(a)호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른 특혜 관세대우, 제(b)호는 WTO하에서 다자적으로 합의된 비관세조치에 관련된 특혜대우, 제(c)호
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상호 호혜적인 관세 또는 비관세 특혜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개된 CBAM 입법안에는 큰 관련성
을 가지기 어렵다.

89 예를 들어 파리협정상 국가결정기여(NDC)의 수준,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LEDS) 제출 여부 및 탄소중립 로드맵 유무 
등에 기초하여 EU와 기후정책 ‘호환성’ 국가 리스트를 EU가 준비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논의된 바 있다. ‘만약’ EU가 CBAM 
적용을 배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국가목록 도입을 검토하더라도, 단순히 NDC나 LEDS의 제출 유무 또는 기후변화 
완화 공약 수준만을 정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약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 및 감축 실적·경과를 정성적으로 함께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파리협정에 따른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은 2023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90 이천기, “탄소세에 대한 수출 국경세조정 가능성 연구 -WTO보조금협정 부속서 I, II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2호, 2017 참조.

91 향후 CBAM이 지금보다 하류상품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대상품목의 원산지국 결정기준과 원산지 검증에 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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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생산시설 중 에너지 효율 하위 10% 시설

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징벌적 성격의 기

본값을 적용받게 된다. 탄소배출 측정·보고·

검증(MRV)과 관련하여 역량·자원이 부족한 

중견·중소 기업 입장에서는 CBAM이 EU로

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관련해서 CBAM 대상품

목을 생산·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제도 적응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 집행위는 CBAM 적용대상품목의 

내재 배출량 검증을 (ⅰ) EU ETS 검증인92 또

는 (ⅱ) 각 EU 회원국의 국내인정기구의 공인 

검증인93에게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국내 검

증기관을 통한 배출량 검증이 가능하도록 내

재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accreditation)에 

관한 한·EU 차원의 상호인정(Mutual Reco-

gnition)94 협상을 향후 적절한 시기에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본격적

인 논의는 2022년 중반 전후에 EU 집행위 입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검토·

승인이 완료되고 EU 집행위가 CBAM에 대한 

이행법률 및 위임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유럽의회는 

2021년 11월 22일자 CBAM 검토의견 초

안95에서 입법안 부속서 III 내재 배출량 산정 

방식(생산과정에 대한 조직경계, 배출계수, 

배출량 자료 검증 등 포함) 및 대상품목의 간

접배출 산정방식에 관한 집행위의 “최초 위임

입법(a first act)”이 2022년 9월 1일까지 채

택될 것을 제시하였다. 상호인정협정의 구현 

방식과 관련해서는 EU가 (ⅰ) 한·EU FTA 개

선협상을 요구하고 개선협상의 일환으로서 

상호인정을 협의하거나, (ⅱ) 비통상적·기술

적 성격의 별도 조약 체결을 희망하거나, 또는 

(iii) CBAM 체제 또는 EU 법 체제 내에서 다

자간 상호인정(MLA)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 

등이 있다. 특히 EU 집행위가 한·EU FTA와 

CBAM을 연계하기를 희망할 경우, 한국과 

EU 양자간의 다양한 통상현안을 포괄하는 

한·EU FTA 개선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FTA TBT 챕터 내에 관련 내

용을 반영하려 하기 보다는96 TBT 챕터에 부

속하는 부문별 부속서(Sectoral Annex)를 

신설하는 안이 가능하다(예: “부속서 4-나” 신

설). 또는 2021년 1월 1일부로 EU와 영국 사

이에 잠정 발효한 EU-영국 무역협력협정

(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제1부 제11편 제9장 제9.4조의 “재균형(Reba-

lancing)”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개선협상을 

통해 별도 챕터 형식으로 신설하거나 또는 한

-EU FTA 제13장 TSD 챕터의 일부로 반영할 

92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018/2067.

93 Regulation (EC) 765/2008 [유럽인정기관협력기구(EA: European Accreditation)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94 입법안 제18조 제3항.

95 European Parliament, DRAFT OPINION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for the Committee on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OM(2021)0564 – C9-0328/2021 – 
2021/0214(COD)), p. 39, Amendment 63.

96 한-EU FTA 제4장 TBT 챕터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정의는 WTO TBT협정 부속서1을 준용하고 있는데(제4.2조 
제3항), WTO TBT협정 부속서1.1의 기술규정의 정의에는 (상품 라벨링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과 같은 NPR PPMs을 규율하는 조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CBAM은 상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 
즉 NPR PPMs에 관련된 조치이므로, WTO TBT협정 부속서1.1, 특히 1문의 기술규정 정의에는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EU FTA 제4.2조 제3항을 개정, WTO TBT협정보다 포괄적인 기술규정 정의를 두지 않는 한 TBT 챕터 ‘내에’ CBAM 
관련 MRA 내용을 두기는 기술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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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희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CBAM의 

향후 전개방향에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

고 국내적 이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전략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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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Consistency of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nd its 
Implications

Cheon-Kee Lee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leeck@kiep.go.kr)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on 14 July 2021 a proposal for establishment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or “CBAM”. CBAM can be deemed as an 

environmental measure to induce global climate change efforts, but at the same times it 

provides significant trade risks and uncertainties to a number of EU trade partners including 

Korea. There also remain some controversies as to its compatibility with WTO law, including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said measure; possible breaches of Arts. I:1, III:2, III:4, or XI:1 of 

the GATT; and justification via so-called ‘environmental exceptions’ under Art. XX of the 

GATT. Once the EU’s legislative procedure is finalis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aid 

domestic companies in adapting to CBAM, consider strategic options for conclusion of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with respect to, most importantly, domestic verification 

of embedded emissions for our CBAM-covered goods exported to the EU, and pursue ways 

to improve its law and policie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to make its climate change policy “compatible” with the EU’s counterpart in the 

long term.

Keywords : Carbon Border Adjustments, Carbon Price, Embedded Emissions,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CBDR-RC)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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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에 따른
덤핑마진 차별적 산정의 
WTO반덤핑협정
불합치성 연구

심종선,* 한수진†

*KPMG삼정회계법인
†가톨릭대학교

WTO 반덤핑 협정은 반덤핑관세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구조를 다루면서 공정한 비교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정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판매관리비를 생산원가 혹은 구성가치 계산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가 금융비용 혹은 이자비용을 판매관리비와 함께 가산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완전

히 동일한 영업구조와 환경 하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율이 높을 수록 덤핑마진율이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그 관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회계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관행이 갖

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동 관행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반덤핑협정상 비차별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이자비용, 자본비용, 자본구조, 자본조달활동, 영업활동, 덤핑마진, 원가미만판매테스트, 비차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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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유무역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반덤핑 제도는 그 근거 협정인 GATT 1947 

제Ⅵ조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

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

용들을 규정한 GATT Ⅵ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즉, 반덤핑협정을 WTO설립과 함께 

도입하였다. 반덤핑협정이 GATT 제Ⅵ조에 

비해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나 회원국이 큰 

틀로서 합의한 것으로,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중 하나의 해석을 조사

당국이 따랐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

였고1, 반덤핑협정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에 따르고 있다. 

반덤핑협정이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각국 조

사당국이, 심지어 우리 한국의 무역구제 당

국인 무역위원회도, 적용하고 있는 것 중 하

나가 ‘이자비용’을 생산원가 계산시 가산하

는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은 필연적으로 덤

핑마진을 상승시켜 부채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

재무관리이론에서는 자본구조에 따른 기

업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가 오랜 기간 존재

해왔다. 자본구조이론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자본구조가 존재

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이자비용의 존재와 이로 인한 

법인세 감소 효과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회계와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회계가 구

조적으로 갖는 영구적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자비용’의 처리방식이다. 자금을 주

주로부터 조달한 기업은 주주가 납입한 자금

에 대한 대가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반면, 자금을 채권자로부터 조

달한 기업은 빌린 자금에 대한 대가로 이자

를 지급하며, 이는 과세소득 계산시 차감되

어 결과적으로 법인세액을 감소시킨다. 즉, 

부채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완전자기

자본기업보다 기업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

이 자본구조이론이다.2

이자비용을 과세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것

은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고, 법인세 부과는 내국민에 대한 

과세 행위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의 규율 대상

은 아니다. 반면, 반덤핑조사에서 생산원가

에 이자비용을 가산함으로써 반덤핑관세 부

담을 증대시키는 관행은 외국 기업에 대한 

조치로서 국제법의 규율 대상이 되며, 자본

구조에 따른 차별적 취급의 결과를 야기하므

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WTO반덤핑협정상의 덤

핑마진의 계산구조를 살펴보고, 이 중 어디

에서 ‘원가’의 개념이 개입하는지를 살펴보

았다. 그런 다음,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비용과 기업활동을 회계학 관점에

서 풀이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법과 관

행을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하며 다룬다. 

마지막으로 WTO협정에 대한 합치성을 검

토함으로써 본고를 마무리한다. 이는 법학, 

1 반덤핑협정 17.6조

2 이의경, 김용석, 재무관리-이론과 응용, 2019, p.4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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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 그리고 회계학이 만나는 지점의 

문제이고, 학제적 관점에서 이제까지 살펴보

지 않았던 것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으로 합

의된 WTO 협정문의 내용이 그 취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본론

1. 덤핑마진의 계산구조와 원가의 기능

반덤핑관세는 조사를 통해 산출된 덤핑마

진을 한도로 하여 부과되며 덤핑마진 전액으

로 할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지는 

각국의 재량사항이나3, 본고에서는 덤핑마진 

총액으로 부과하는 미국의 방식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덤핑마진은 정상가치에서 

수출가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4.

정상가치는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발생

한 것으로서 수출국 내에서 소비용으로 판매

된 동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는데5, 

통상적인 상거래(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하

나로 반덤핑협정은 2.2.1조 및 주석5에서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동종물품의 수출국 국내 판매가격이 생

산원가(고정 및 변동)에 일반판매관리비를 

합한(plus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단위당 금액보다 낮은 경우 

통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가보다 낮은 판매가

격이 제외됨으로써 평균가격이 상승하게 되

고, 그에 따라 덤핑마진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음 <그림1>은 이자비용의 가산

이 덤핑마진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반덤핑협정 2.2조는 수출국 국내 판매가

격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

상가치를 생산원가에 적절한 금액의 일반판

매관리비와 이윤을 가산(plus a reason-

able amount for administrative, sell-

ing, and general costs and for profits)

하여 산정하거나(이를 ‘구성가치’라 한다),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국 수출가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3 반덤핑협정 9.1조

4 반덤핑협정 2.1조; GATT 제Ⅵ조 1항

5 반덤핑협정 2.1조

※ 출처: 저자 작성

그림1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와 ‘이자비용의 가산’이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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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문단에서 다룬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성가치를 사용할 경우

에는 구성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값이 상승

하면 정상가치가 그대로 상승하게 되므로 즉

시적인 덤핑마진 증가를 야기한다.

정상가치를 수출국 내수 판매가격, 제3국 

수출가격, 그리고 구성가치 중 어느 것을 기

초로 산정하더라도 이자비용을 생산원가 혹

은 구성가치에 가산하는 관행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덤핑마진 상승을 야기하게 된다.

2. 미국의 법과 관행

미국의 법은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에 사용

될 원가와 구성가치에 가산할 비용으로 모두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판

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

다. 일반판매관리비만을 규정하고 이자비용

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반덤핑협정과 

동일하다.

∙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에 사용될 원가에 

가산할 항목: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pertaining 

to production and sales of the for-

eign like product in question6

∙ 구성가치 계산시 가산할 항목: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

penses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and sale of a foreign 

like product7으로 규정한 것이다.

관련 법령이 이자비용에 관해 침묵하고 있

는 반면, 미국의 조사당국인 상무부의 관행

은 순이자비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

며, 동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미 상무부의 반덤핑조사 매뉴

얼 9장(생산원가 및 구성가치)은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에 사용될 원가의 구성요소로 

“Net Financial Expenses”를 포함하고 있

고8, 구성가치의 구성요소 중 “SG&A and 

Profit”가 Selling, General, and Admini-

6 19 USC 1677b(b)(3) “CALCULATION OF COST OF PRODUCTION.-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the cost of 
production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 
(A) the cost of materials and of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employed in producing the foreign 

like product, during a period which would ordinarily permit the production of that foreign like product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B) an amount for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based on actual data pertaining to production 
and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by the exporter in question; and

(C) the cost of all containers and coverings of whatever nature, and all other expenses incidental to placing 
the foreign like product in condition packed ready for shipment.”

7 19 USC 1677b(e). “CONSTRUCTED VALUE.-For purposes of this title, the constructed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 
(1) the cost of material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employed in producing the merchandise, 

during a period which would ordinarily permit the production of the merchandis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2) (A) the actual amounts incurred and realized by the specific exporter or producer being examined in the 
investigation or review for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d for profits,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and sale of a foreign like product,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for consumption in the 
foreign country (중략)

(3) the cost of all containers and coverings of whatever nature, and all other expenses incidental to placing 
the subject merchandise in condition packed ready for shipment to the United States.”

8 p.7, Antidumping Manual CHAPTER 9:COST OF PRODUCTION AND CONSTRUC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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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ive Expense 뿐 아니라 “net, actual 

financial expense (i.e., financing cost)”

를 포함한다고 정하였다9. 순금융비용은 최

상위 연결재무제표상 이자비용 및 외환차손

익 등이 포함된 금융비용을 기초로 계산한

다10.

3. 한국의 법과 관행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에 사용되는 원가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

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11으로 정하

였고, 구성가치에 대해서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

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12이라고 정함으로써 

반덤핑협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

어, 역시 이자비용과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

지 않는다. 구성가치에 있어서는 “관세법 시

행규칙에서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

다는 부연설명이 추가되어 반덤핑협정 및 미

국의 법령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에 사용되는 원가에 관

한 ‘조사대상물품과의 관련성’ 규정은 존재

하지 않아 상이하다.

실무 관행은 법령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SECTION G 질의서(제조원가 및 구성가격)

를 통해 “순 금융비용(모든 이자수입 항목, 

비용항목, 순이자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

한 총액)”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원가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을 다음 

<표1>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이자비용을 가

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무역위원회 반덤핑 질의서상 원가데이터 구성항목13

9 p.20, Antidumping Manual CHAPTER 9:COST OF PRODUCTION AND CONSTRUCTED VALUE

10 To compute the per-unit amount of net financial expenses for each reported CONNUM, the per-unit TOTCOM 
reported is multiplied by the net financial expenses ratio.

11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12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13 p.76,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조사번호: 구제 23-2021-5호), [덤핑사실조사] 반덤핑 
질의서(게시물번호: 0000000436), 2021.8.15

* 항 목 명 항목코드 항 목 설 명

1 시장 (MKT) 시장 구분

2 Control code (CCN) 질문서 Section C-1에서 언급

3 제품 코드 (PRODCOD) 제품 코드

4 POI동안의 매출량 (QTYSOLD) POI동안 판매된 단위당 모델별 조사대상물품의 총량.

5 단위당 COM (COMUNIT) POI동안 판매된 각 모델별의 단위당 COM

6 총 판매비 (SELL) 내수/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총 관련비용

7 총 일반관리비 (G&A) 내수/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관련비용

8 순 금융비용 (FINANC) 내수/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관련비용

9 총 연구개발비용 (R&D) 내수/ 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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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비용에 대한 회계학적 인식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각자가 원하는 상이

한 정보를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

을지, 시대의 변화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

라 필요하게 된 정보를 어떻게 하면 보다 적

절히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회계학의 탄생 이래 끊임 없이 다루

어지는 주제이다. 그 중 대표적인 주제가 기

업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기

업의 주인을 기업 자체로 보며 기업의 운영

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한 자, 즉, 채권자와 

주주는 별개의 객체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

면(실체이론), 정해진 금리만을 수령하면 되

는 채권자는 경영성과와 무관하므로 주인으

로 볼 수 없으므로 주주만을 기업의 주인이

라고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자본주이

론). 한 발 더 나아가서, 주주 중에서도 배당

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우선주의 주주는 그 

실질이 채권자와 동일하므로 기업의 주인으

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체이론과 자본주이론 간 가장 큰 차이는 

이자와 배당금 처리이다. 자본주이론에서는 

주주에 의해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주주와 회사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따

라서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주주의 자산과 

부채이며, 회사의 소유에 따른 권리와 의무

는 모두 자본주에 귀속되게 된다. 자본주이

론에 따르면 비용은 자본주가 부담하게 되는 

지출로 보아 영업비, 법인세, 이자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소유주에게 지출되는 항목은 

이익의 처분에 해당하나 그 이외의 이해관계

자에게 지출되는 항목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

한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한다. 반면 실체이론에

서 회사는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사회적 

실체로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본

다. 실체이론에서 회사와 자본주는 별개로 

취급하며 자산은 회사의 자산이고 부채 또한 

회사의 부채로 쓰며, 자본주의 자산이나 자

본주의 부채로 보지 않는다. 기업실체의 경

영성과를 측정하는 손익계산서가 중시되며,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잘 반영하는 역사적 

원가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다. 또한 채권

자에 대한 지출(이자)이나 주주에 대한 지출

(배당)을 모두 이익의 처분으로 보며,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도 이익의 처분으로 본다. 

즉, 이익은 기업이 창출한 성과이며, 기업실

체 자체의 이익이 된다. 따라서 주주들은 배

당이 선언되었을 때 배당을 받을 권한을 갖

게 되며, 회사의 이익은 배당선언이 있기 전

까지는 소유주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실체

이론에서는 채권자를 주주와 동일한 지분청

구권자로 보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배당과 동

일하게 이익의 처분으로 본다.14

* 항 목 명 항목코드 항 목 설 명

10 기타 (OTHER) 기타 비용

11 총 판매관련 비용 (SELLREL) 6에서 10까지의 합계

12 단위당 판매관련 비용 (SELLUNIT) 단위당 판매관련 비용

13 단위당 생산원가 (COPUNIT) 5와 12의 합계

※ 출처: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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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인이 누구인가,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정

보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데, 이자비용을 비

용으로 처리하는 현행 손익계산서는 자본주

이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

적이다. 손익계산서와 아울러 주된 재무제표

인 재무상태표는 자산을 좌측에, 부채와 자

본을 우측에 동등한 수준으로 표시하고 있어 

실체이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연결손익계산서

가 당기순이익을 지배기업소유주지분과 비

지배지분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은 지배주

주가 실질적인 기업의 소유주라고 보는 시각

이 반영된 것이고, 주당순이익을 기본주당이

익과 희석주당이익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권을 보유한 일부 채권자까지 기업의 주인으

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듯 재무

제표는 다양한 시각과 니즈가 종합적으로 반

영된 것이므로 어느 한 이론이나 시각에만 

입각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에도 손익계산서상 이자 지출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반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원가에 가산하는 현

재의 관행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무제

표는 기업의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손익계산

서 하나만으로는 기업의 활동을 명확히 설명

할 수 없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재무제표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만 가

능하며, 실제로 반덤핑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은 손익계산서만을 조사하지 않고 

전체 재무제표를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반덤핑협정이 이자비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회계학적 해석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와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의 공시에 관한 최

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

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

138.2는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

매비와 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

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

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

이익(operating income)은 그 용어에서 드

러난 대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의미하며, 매년 반복해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다. 반면, 영업이익 이후에 

표시되는 항목들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기타영업외손익이나, 이자수익·비용,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 통화선도(파생상

품)거래손익, 통화선도(파생상품)평가손익 등

이 위치하게 된다. <그림2>는 2020년과 

2019년의 경영성과가 비교표시된 손익계산

서의 예시이다.

매출액은 판매가격과 수량의 곱을 누적한 것

이므로 원가미만 판매테스트의 두 비교대상 중 

수출국 내수 판매가격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에 대응된다. 반덤핑협정이 사용한 생산원가

(cost of production)라는 용어와 미국 법에서 

제조원가(cost of materials and of fab-

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employed in producing the foreign like 

product)로 표현한 것은 모두 제품을 제조하는 

데 투입된 원가로서 원가회계에서 다루는 재료

14 이윤호, IFRS 재무회계, 2013; 김기동·김태동, IFRS 중급회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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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노무비, 그리고 제조경비를 의미하며, 발생

한 원가는 개별 제품에 배부된 뒤 재고로 존재하

다가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인식되므로, 손익계

산서상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마지막

으로, 반덤핑협정이 말한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는 미국법의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

pense”와 같은 것으로 대부분 기업의 손익계산

서에 “판매관리비”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표시된다.

반덤핑협정 2.2.1조의 원가미만 판매 테스

트가 통상적인 상거래 테스트의 일환으로 시

행되는 것이고, ‘통상적인 상거래(in the or-

dinary course of trade (or business))’는 

비록 반덤핑협정이 ‘거래(trade)’의 관점을 부

각시킨 반면 미국법은 ‘영업(business)’의 관

점을 부각시켰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with 

no special or distinctive features; nor-

mal”의 의미를 갖는 “ordinary”가 결합하였

으므로, 경상적이고 일반적인 영업상황을 전

제로 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반덤핑

협정 2.2.1조의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가 갖는 

당초 목적은 영업손실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비정상 거래로 보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2 손익계산서 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판매가격  생산원가  판매관리비 à 비정상 거래로 보아 정상가치 계산시 배제

⇔ 판매가격 – 생산원가 – 판매관리비  0

⇔ 영업이익  0 à 해석: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거래는 비정상 거래

※출처: 저자 작성

수식1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 산식의 영업이익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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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활동과의 비대칭적 처리 문제

반덤핑협정상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가 영

업이익 수준에서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은 기업활동을 세 가지로 분류

하는 행태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기업회계기

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문단10은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

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현금흐름

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활

동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투

자활동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

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재

무활동은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마

지막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으로서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15. 이에 따르면 차입이나 

증자를 통한 자본조달활동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며, 이자와 배당금의 지급은 그 원천

이 되는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재무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6.

여기서 재무활동 이외에도 영업활동이 아

닌 것이 존재하는데, 바로 투자활동이다. 투

자활동은 투자자산과 고정자산을 취득하거

나 처분하는 것인데, 유형자산 처분손실과 

같은 비경상적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 투

자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시키는 근거는 

미국의 관련 법령이나 미 상무부 매뉴얼에 

등장하지 않지만, 미국 반덤핑 조사에서 수

출기업들은 이들 비용을 투자활동이라는 이

유로 일반관리비 계산시 차감해 오고 있다. 

관련 법령에서 굳이 근거를 찾자면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

다는 조건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투자활동으

로 인한 처분손실은 가산하지 않으면서, 재

무활동으로 인한 이자비용은 가산하는 비대

칭적 처리가 나타나게 된다.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던 고정자산의 처분손실이 투

자활동으로 분류되어 비용률 산정에서 제외

되었건,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

련성이 없어서 제외되었건, 이자비용 역시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이라서건 생산 및 판

매와 관련성이 없어서건 제외되어야 타당하다.

7. 이자수익과의 비대칭적 처리 문제

미 상무부는 장·단기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에 운영자금의 단기투자에 따른 이

자수익만을 상계하여 순이자비용을 계산하

고 있다17. 여기에는 장기투자에 따른 수익

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겠다는 인식이 깔려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문단6

16 물론 차입-상환, 증자-감자 등의 활동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이자수익의 수취와 이자비용의 지급, 배당금의 수취와 
지급은 다른 활동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에 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33은 다음과 같이 기업이 처한 산업과 환경에 
따라 달리 취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이한 견해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으나, 본고에서 저자는 자본조달에 수반되는 현금유출을 
재무활동으로 보는 견해를 따랐다.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한 현금흐름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
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17 p.7, Antidumping Manual CHAPTER 9:COST OF PRODUCTION AND CONSTRUCTED VALUE
“In calculating net financial expenses for COP, the sum of the respondent’s interest expenses relating to both 
long- and short-term loans made by the company and net foreign exchange gains and losses are reduced by 
the amount of interest income the respondent earned on short-term investments of its working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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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투자활동에 따른 순

손실을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과 재무활동

에 따른 순손실을 원가에 가산하는 비대칭적 

처리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대

칭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비대칭적으로 처리한 상황에 대한 

근거 역시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조함으로써 부당한 대우

를 받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

장기금융자산과 장기차입금 간에 존재하

는 비대칭적 처리 외에도 순이자수익과 순이

자비용 간에도 비대칭적인 취급이 존재한다. 

장·단기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에서 단

기 금융자산에서만 발생한 이자수익을 차감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순이자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 것이지만, 한국기업들 

중에는 현금을 선호하는 전통 제조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

업들이 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컨틴전시 플랜

을 통해 현금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18. 현금 유동성이 위기 상황에서 기업

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수요가 회복될 때에 

빠르게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 경우 단기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상태, 즉, 

순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미 상무부는 순이자비용을 원가에 가산

한다는 내용을 매뉴얼을 통해 언급하면서 순

비용(net expenses)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그 순비용을 서술하면서 이자

비용이 이자수익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순이자비용이 마이너스가 되

는 순간, 이는 원가에 가산할 수 없는 값으

로 처리된다.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언급한 

바는 없지만, 미 상무부는 매뉴얼에서 단기 

이자수익만을 이자비용에서 차감하는 이유

가 이것이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운전자본이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필수적인 영업자산이

18 “‘매출 제로’ 쇼크…현금 확보 사활 | 한진·이마트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현금 고갈 두산, 핵심 계열사도 매물”, 매일경제, 
2020.4.2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4/426545/ 

비대칭유형 이자수익 이자비용 문제점

장기금융자산에

서 발생한 이자

수익 제외

장기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것

이므로, 혹은 조사대상물품의 생

산 및 판매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차감하지 아니함

단기금융부채와 장기금

융부채 모두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이므로 

생산원가 계산시 가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비대칭적

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조

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의 

연관성 측면에서도 장기금융자산

에 대한 취급과 장기금융부채에 

대한 취급이 상이함

순이자수익 무시 단기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운전자본에서 발생한 것

이므로 순이자비용 계산시 차감

하되 이자비용을 한도로 차감

이자비용은 총액을 생산

원가에 가산

단기금융자산과 단기금융부채 모

두 운전자본이므로,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따라서 

+/-에 관계없이 이를 그대로 가

산하여야 함

※ 출처: 저자 작성

표2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간 비대칭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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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식이 맞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순이

자수익 역시 원가에서 차감해주어야 타당하

다. 그럼에도, 상무부는 순이자비용은 가산

하면서도 순이자수익은 차감하지 않는 비대

칭적 관행을 보이고 있다.

8. 반덤핑협정 2.2.2조 및 2.2.1.1조와의 

합치성 검토

WTO분쟁을 통해 ‘이자비용’ 혹은 ‘금융

비용’이 쟁점으로 제시된 사건은 없으나, ‘관

련성’에 대한 판례는 존재한다. 반덤핑협정 

2.2.2조는 2.2조 전체에 걸쳐 적용될 판매관

리비를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통

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동종물품을 생산·판매

하는 데 적용하는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9. 이 때 

동종물품의 생산·판매와의 관련성에 대해 

US – Softwood Lumber V 사건 패널은 특

정 판매관리비 항목으로부터 조사대상물품

이 혜택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동종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련된 것으로 

판시했다20. 즉, 수출자에게 특정 비용 항목

의 무관련성에 대한 입증(demonstrate) 책

임이 있다는 것이다. 동 사건은 “동종물품과

의 관련성”에 집중한 것으로, 판매관리비의 

일반적인 특성상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연

관되지 않고 광범위한 제품에 전반적으로 연

관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생산·판매 관련성’ 역시 정확히 이 이슈

를 다룬 분쟁은 없으나, 반덤핑협정 2.2.1.1

조의 비경상원가(non-recurring cost)를 다

루면서 이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사건은 존재

한다. EC – Salmon (Norway) 사건에서 노

르웨이 측은 “비경상원가는 현재 또는 미래

의 생산에 기여할 경우에만 생산원가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하는 비경상원가가 

존재할 경우 동 비용이 여러 기간에 걸쳐 적

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관련된

(associated)’이 ‘기여한(benefit)’ 보다 넓

은 개념이므로 생산에 기여하지 않은 원가가 

생산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21. 즉, 생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성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두 사건 패널의 해석을 종합하면, 

‘판매관리비가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

와 구체적인 관련성이나 기여가 없더라도 관

련 원가로서 가산될 수 있다’로 결론이 내려

진다. 하지만 여전히 이자비용을 원가에 가

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

릴 수가 없다. 이자비용에 대한 언급이 

WTO 협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다투어

진 바도 없으며, 자금조달 활동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이 영업활동(생산 및 판매)과 관련

되었다는 어떠한 해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

19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2, the amounts for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 shall be based 
on actual data pertaining to production and sales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of the like product by the exporter 
or producer under investigation.”

20 Panel Report, US – Softwood Lumber V, para. 7.267. WTO ANALYTICAL INDEX Anti-Dumping Agreement – 
Article 2 (Jurisprudence) 문단 131 p.45에서 재인용

21 Panel Report, EC – Salmon (Norway), para. 7.488. WTO ANALYTICAL INDEX Anti-Dumping Agreement – Article 
2 (Jurisprudence) 문단 127 p.4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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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덤핑협정 9.2조 불합치

WTO의 기본원칙인 비차별원칙(non-dis-

crimination)은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와 최혜국대우(MFN: most-fa-

vored nation)를 의미한다. 내국민대우는 외

국인을 내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최혜국대우는 외국과 외국 즉, 국가 

간 차별대우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 비차

별원칙은 개별 수출기업 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WTO 혹은 GATT의 기본원칙

에 입각한 비차별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반면, 반덤핑협정 9.2조는 “모든 원천으로

부터 차별 없이(on a non-discriminatory 

basis … from all sources)”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EC – Fasteners (China) 

사건 패널과 상소기구는 모두 이 원천

(sources)이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

별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22. 개별 수출자별로 판매한 거래

가격이 달라 상이한 덤핑마진이 산정되고 그

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비차

별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23, 동일한 영

업구조를 가지고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

업들을 자본구조의 차이에 따라 차별대우 하는 

것은 본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이자비용을 원가에 가산하는 관행은 다음

의 이유에서 반덤핑협정과 합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순이자비용(혹은 순금융비용)을 생산

원가 또는 구성가치 계산시 가산해서는 안된

다. 설령 이들을 가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부(minus)의 INTEX도 그대로 가산하도록 

관행을 변경하여야 한다.

∙ 생산원가나 구성가치 계산시 가산항목으

로 영업 외 손익이나 금융손익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이다.

∙ 이자비용은 자본조달활동에 따른 비용으

로 영업활동(생산 및 판매)과 관련이 없다.

∙ 투자활동에 따른 손익을 제외하면서 재

무활동 관련 비용을 가산하는 비대칭적 

처리 관행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

∙ 순이자비용 발생시 이를 원가에 가산하

는 반면, 순이자수익 발생시 이를 원가

에서 차감하지 않는 비대칭적 조치는 논

리적 근거가 없다.

∙ 동일한 영업환경 하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수출기업이 보다 높은 반덤핑관세 부담을 

지는 것은 비차별원칙에 위배된다.

아무쪼록 본고가 한국의 수출기업들에게

는 부당하게 인상된 반덤핑관세율을 다소나

마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한국의 조

사당국에게는 아직 어느 나라도 고민하지 않

았던 사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합

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2 Appellate Body Report, EC – Fasteners (China), para. 338. WTO ANALYTICAL INDEX Anti-Dumping Agreement 
– Article 9 (Jurisprudence) 문단 14 p.6에서 재인용

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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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inconsistency of 
Differential Treatment against 
Capital Structure in 
Anti-dumping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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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contains various adjustment methods to achieve fair 

comparison while addressing the calculation structure for determining anti-dumping duties. 

One of the various methods is adding SG&A expenses to cost of production or constructed 

value, whereas many countries show a practice of adding financial costs or interest expenses 

as well as SG&A expenses. Even in hypothetical situations, where exporters are in the same 

business environments, this particular practice leads to a higher dumping margin applied to 

the exporter with a higher debt ratio. Showing the practic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examples, the irrationality of the practice is pointed out from the view of Accounting. In 

addition to the legal and accounting groundlessness of this practice, it has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Keywords : Interest Expense, Capital Cost, Capital Structure, Financing Activity, Operating 

Activity, Dumping Margin, Below-cost Test, Non-discriminati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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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쟁점 연구 :
미국 상무부 규정과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김지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변호사)
(jekim3@korea.kr)

 1

미국 상무부는 2020년 4월 6일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혜택과 특정성의 결정 방법에 관한 상무부 규정을 개

정하였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해당 개정이 통화의 저평가로 인한 잠재적 보조금을 조사함에 있어서 혜택과 특

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개정 규정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상무부는 공여 당국으로부터의 미국 달러와 자국 화폐 간 환전업무가 재

정적 기여를 구성한다고 언급하였다. 둘째로, ‘혜택’ 요건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상계조치 가능한 통화 저평가

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REER을 기본으로 하는 분석과 조사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2단계 접근법을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이 특정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국제적

으로 교역을 하는 기업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 개정 규정의 초안, 최종안 및 초안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제출 의견에 대한 상무부의 답변, 

그리고 상무부의 최초 관련 조사 건인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 및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위 개정 내용 및 

관련 사건의 상무부 판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주제어 보조금 협정, 무역 구제,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환율 상계관세, 미국 상계관세조사,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

* 본고는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부과 관련 정부 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검토 및 분석한 내용과 그 이후의 
개인적인 분석 및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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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치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미국의 무역구제 관련 법령은 기본적으로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법을 반영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더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

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환율과 관련된 규

범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문제의식은 중국과 

무역 적자 및 중국의 사회경제적인 외환시장 

개입에서 비롯되었는데, 미국은 이러한 중국

의 개입을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상계관세를 

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십 

년도 더 넘게 주장해온 바 있다.12

미국은 위와 같은 입장을 반영하듯 2015

년 Bennet-Hatch-Carper 수정 법안을 통

해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통화가 

저평가되어있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3, 통화 저평가 조사법을 

발의하여 환율 문제를 상계관세로 다루고자 

시도하는 등4 그 입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온 바 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상무부는 

2020년 4월 통화 저평가 국가에 대하여 상

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상무부 규

정(regulation)에 신설 및 개정하면서 이러

한 미국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무역구제 제도

의 틀 안에 도입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미국 상무부가 2020년 

개정 및 신설한 상무부 규정을 초안에서부터 

최종 규정까지의 변화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이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 상무부의 최초 

두 판정을 법리적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보

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 쟁

1 예를 들면 Dr. C. Fred Bergsten, “TThe Need for A Robust Response to Chinese Currency Manipulation - Policy 
Options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Including Countervailing Currency Interven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Law (2011), pp. 1-2, pp. 5-6.

2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박영사, 2018), p. 384.

3 법무부, 「최신 미국 통상법」(2018), pp. 322-328, p. 339. 

4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강민지, “환율문제에 대한 통상법적 제재 연구”,「통상법률」제125호, 2015, pp. 6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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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관하여 WTO 협정상 보조금의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WTO 보조금 협정의 적용 대상인 ‘보조

금’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

건에 해당해야 한다. 첫 번째 구성요건은 ‘정

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

tribution by government)’로 정부로부터 

민간 기업으로 재정적 자원이 전달되었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은 ‘경제적 

혜택(benefit)’인데 일반적으로 경제적 혜택

이 존재하였는지 및 존재하였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실제 시장 기준과 문제가 

된 정부와 민간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상호 비

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세 번째 요건은 ‘특

정성(specificity)’으로 보조금 협정에서는 

보조금이 특정 산업(군) 및 기업(군)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5 이하에서는 상기 순서에 따라 각 요

건별로 분석 및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관련 규정 

1. 규정 초안(Proposed rule)6

미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28일 통화 저

평가국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의 상무부 규정 초안을 공식적

으로 발표한다. 해당 법령안에서 상무부는 

그간 몇 차례 사건에서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환율 문제로 인한 잠재적인 보조금 

조사 요청을 거부해왔으나7, 향후 이를 조사

하기 위하여 보조금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개의 조항

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통화가 저평

가된 경우 보조금 요건 중 ‘혜택’ 요건이 존

재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둘째는, ‘특정성’ 관련된 조항으로 국제적으

로 물건을 판매 및 구입하는 기업군을 그룹

으로 보아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

이다. 이하에서는 WTO 보조금 협정상 보조

금의 세 가지 요건에 따라 각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재정적 기여 관련 개정 제안 사항 

당해 개정 초안에서 재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하여는 어떠한 개정사항도 제안되지 아

니하였다. 다만, 상무부는 규정 초안의 전문

(preamble)에서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 정부

로부터의 재정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무부가 

기존 규정만으로도 통화 저평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

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무부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로 수출기업이 국영 은행, 

공여 당국 또는 공여 당국의 위임 또는 지시

5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박영사, 2018), pp. 390-395 참조.

6 US DEPARTMENT OF COMMERC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84 FR 24406, 2019.5.28.)

7 Ibid. p. 5. 미국 상무부는 그 예로 Utility Scale Wind Tower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77 FR 3447 (January 24, 2012) 및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76 FR 70966 (November 16, 2011)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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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민간 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환전하

여 통화 저평가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많은 

국내 통화를 받은 경우를 제시하였다. 한편, 

상무부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적인 중앙은행

의 통화정책은 불포함한다고 언급하면서, 상

계관세 부과의 기본 원칙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8

2) 혜택 관련 개정 제안 사항9

혜택 요건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단일환율

제도 사용 국가에서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에 

혜택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상무부

는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평가 및 결론을 요청할 것을 규정

하였다. 다만, 전문을 통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무부가 재무부와 다른 판단

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해

두었다. 

아울러, 상무부는 전문을 통하여 실질실효

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과 균형 실질질효환율(Equilibrium REER)

의 비교 등을 통하여 통화 저평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상계조치 가능한 혜택

의 산정은 특정 조사 대상 기업 등이 조사 대

상 기간 동안 공여 당국을 통하여 미국 달러를 

자국의 화폐로 환전한 규모에 따라 고려될 것

이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혜택의 규

모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0

3) 특정성 관련 개정 제안 사항11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수출입

자, 외국인 투자자와 같이 국제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군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 특정성

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 신설을 제

안하였다.

상무부는 전문을 통하여, 수출자, 외국인 

투자자, 여행객 등의 큰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외화 공급량을 집계하고, 국제거래를 

주로 하는 집단으로부터의 외화 거래 규모가 

전체 순수 외환 거래 유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집계하는 방식을 통하

여 이러한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

하였다.12

8 Ibid. pp. 6-7, p. 10.

9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19 CFR part § 351.503 Benefit
(3) Special rule for currency undervaluation. In determining whether a benefit is conferred when a firm exchanges 
United States dollars for the domestic currency of a country under a unified exchange rate system, the Secretary 
normally will consider a benefit to be conferred when the domestic currency of the country is undervalued in 
relation to the United States dollar. In applying this rule, the Secretary will request that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provide Treasury’s evaluation and conclusion as to whether the currency of a country is undervalued 
as a result of government action on the exchange rate and the extent of any such undervaluation.

10 Ibid. pp. 7-9, p. 10.

11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19 CFR part § 351.502 Specificity of domestic subsidies. 
(c) Traded goods sector. In determining whether a subsidy is being provided to a “group” of enterprises or 
industri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771(5A)(D) of the Act, the Secretary may consider enterprises that 
primarily buy or sell goods internationally to comprise such a group.

12 Ibid.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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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규정(Final rule)13 

미국 상무부는 2020년 2월 4일 관련 최

종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공식 

관보게재일로부터 60일 후인 4월 6일부터 

발효되었다. 미국 상무부는 국내 행정 절차

에 따라 2019년 5월 규정 초안이 발표되고 

난 후 30일간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

차를 거쳤는데, 이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에 최종안이 발표되었다는 점은 미국

의 최종 규정에 대한 고민이 가볍지 않았다

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30일간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총 4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

는데, 미국 내 기업, 법무법인, 단체 등이 주

를 이루면서도 브라질, 인도, 중국에서 또한 

의견을 제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14. 상무

부는 최종규정 전문에서 의견수렴 내용을 정

리한 후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당해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혜택 

요건의 구체적인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보완하는 반면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 요건과 관련된 규정은 사실상 유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각 요건별로 개정 제안 변동 

사항, 관련된 비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

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1) 재정적 기여 관련 개정 사항 

상무부는 개정 규정 초안에서 기존의 

WTO 협정 및 국내 규정을 통하여도 통화 

저평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는데,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국 내외에서 이러한 해석은 

WTO 보조금 협정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

견이 다수 제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인도 정

부는 정부의 환전업무가 보조금 협정 제1.1

조(a)(1)15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유형에

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16 브

라질 정부 또한 보조금 협정 제1.1조(a)(1)에

서 정부의 재정적 기여 유형을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동조 (a)(2) 또한 가격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만 그 해

석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상

무부의 입장이 WTO 협정의 해석에 부합하

13 US DEPARTMENT OF COMMERC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85 FR 6031, 2020.2.4.)

14 브라질 및 인도는 정부의 이름으로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중국은 정부가 아닌 상공회의소(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이름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15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subsidy shall be deemed to exist if: 
(a)(1) 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government"), i.e. where: 
(i) a government practice involves a direct transfer of funds (e.g. grants, loans, and equity infusion), potential 
direct transfers of funds or liabilities (e.g. loan guarantees);
(ii) government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is foregone or not collected (e.g. fiscal incentives such as tax 
credits);
(iii) a government provides goods or services other than general infrastructure, or purchases goods;
(iv) a government makes payments to a funding mechanism, or entrusts or directs a private body to carry out 
one or more of the type of functions illustrated in (i) to (iii) above which would normally be vested in the 
government and the practice, in no real sense, differs from practices normally followed by governments;
(a)(2) there is any form of income or price support in the sense of Article XVI of GATT 1994;

16 인도정부가 상무부에 제출한 ‘COMMENTS ON U.S. COMMERCE’S PROPOSAL TO MODIFY REGULATIONS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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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7

이에 대해 상무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

였다. 특히 환전업무가 WTO 보조금 협정 제

1.1조(a)(1)(i)의 직접적 자금의 이전(direct 

transfer of fund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

견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는데, 

그 까닭으로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이전’은 

어떠한 것의 이동을 의미하고, ‘자금’은 금전 

또는 어떤 금전적 자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18 

과거 미국의 제소자가 상무부에 대해 통화 

저평가를 이유로 보조금 혐의를 제기한 사건

에서, 제소자는 재정적 기여의 유형과 관련

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 또는 상

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유형에 해당함을 주

장하기도 하였고,19 때로는 가격지지 유형의 

재정적 기여를 주장하기도 하였는데,20 위 

전문의 상무부 입장을 통하여 상무부가 우선

적으로 환전 업무를 WTO 보조금 협정 제

1.1조(a)(1)(i)의 직접적 자금의 이전(direct 

transfer of funds)의 유형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2) 혜택 관련 개정 사항21

규정 초안과 비교하여 최종 규정에서 가장 

17 브라질 정부가 상무부에 제출한 ‘Submission of the Government of Brazil on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에서 참조

18 US DEPARTMENT OF COMMERC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85 FR 6031, 2020.2.4.), pp. 13-15.

19 UTILITY SCALE WIND TOWER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ETITION FOR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URSUANT TO SECTIONS 701 AND 731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December 29, 2011) 참조

20 US DEPARTMENT OF COMMERCE,,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Certain Coated Paper Suitable for High-Quality Print Graphics Using 
Sheet-Fed Press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eptember 20, 2010, pp. 44-46.

21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19 CFR § 351.528 Exchanges of undervalued currencies.
(a) Currency undervaluation-(1) In general. The Secretary normally will consider whether a benefit is conferred 
from the exchange of United States dollars for the currency of a country under review or investigation under 
a unified exchange rate system only if that country’s currency is undervalued during the relevant period. In 
determining whether a country’s currency is undervalued, the Secretary normally will take into account the gap 
between the country’s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and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that achieves 
an external balance over the medium term that reflects appropriate policies (equilibrium REER). 
(2) Government action. The Secretary normally will make an affirmative finding under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only if there has been government action on the exchange rate that contributes to an undervaluation 
of the currency. In assessing whether there has been such government action, the Secretary will not normally 
include monetary and related credit policy of an independent central bank or monetary authority. The Secretary 
may also consider the government’s degree of transparency regarding actions that could alter the exchange 
rate.

(b) Benefit-(1) In general. Where the Secretary has made an affirmative finding under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normally will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benefit after exa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i) The nominal, bilateral United States dollar rate consistent with the equilibrium REER; and 
(ii) The actual nominal, bilateral United States dollar rate during the relevant time period, taking into account 
any inform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government action on the exchange rate.
(2) Amount of benefit. Where there is a difference under paragraph (b)(1) of this section, the amount of the 
benefit from a currency exchange normally will be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currency 
the firm received in exchange for United States dollars and the amount of currency that firm would have received 
absent the difference referred to in paragraph (b)(1) of this section. 

(c) Information sources. In applying this section, the Secretary will request that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provide its evaluation and conclusion as to the determinations under paragraphs (a) and (b)(1) of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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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혜택 요

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는 당해 규정 개

정을 비판하는 입장은 물론 지지하는 입장에

서도 규정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규

정의 구체화를 요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는 규정 초안과 입장을 같

이하고 있으나, 혜택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

한 규정이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되었으며 정

부의 행위가 통화 저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

우에만 혜택을 인정한다는 점 또한 조문에 

직접 명시되었다. 그러면서도 상무부는 모든 

조문에 ‘일반적으로(normally)’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

로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충분히 

확보해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상무부는 

혜택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 

전체의 통화 저평가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개별 기업에 혜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위 

2단계 분석법(two-step approach)을 제시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 351.528(a)에서는 통화의 저평가

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실질실효환율과 균형 실질

실효환율 사이의 격차를 분석할 것을 규정하

고 있고, 둘째, 일반적으로 해당 통화 저평가

에 대하여 정부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경우

에만 혜택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

에,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중앙은

행의 재정 정책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조사 

대상 정부 통화정책의 투명도를 고려하겠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실효환율과 균형 실

질실효환율의 격차를 산출하는 방식과 관련

하여, 상무부는 최종 규정 전문에서 이를 위

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

사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활

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무부가 통화 저평가에 관한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을 조문에 명시한 것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

는데, 혜택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조사 대상 국가의 부담

을 일정 부분 덜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만 통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여러 행위

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상무부는 어느 정

도까지를 통화 저평가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

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향후 조사를 통

해 구체화 될 것이라고만 밝히고 여전히 모

호한 부분으로 남겨두었다.22

다음으로 § 351.528(b)에서는 통화의 저

평가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혜택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

칙적으로 균형 실질실효환율에 부합하는 명

목 대미 달러환율(nominal, bilateral 

United States dollar rate)과 관련 기간 실

제 명목 대미 달러환율의 차이를 혜택으로 

보되, 환율과 관련한 정부 행위의 영향을 고

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별기

업의 구체적인 혜택 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

으로 개별 기업의 미국 달러 환전 거래량에 

대하여 해당 통화 저평가가 없었다면 받았을 

국내 통화와 실제로 받은 국내 통화와의 차

이를 바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3 이 

부분은 규정 초안과 비교하여 상당히 구체화

22 US DEPARTMENT OF COMMERC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85 FR 6031, 2020.2.4.), pp. 15-19.

23 Ibid. pp. 19-22.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쟁점 연구: 미국 상무부 규정과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103

된 내용으로, 규정 초안이 모호하다는 강한 

비판을 수용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

보하고자 하는 상무부의 노력이 반영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 351.528(c)에서는 당해 조

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무부가 미국 재무부에 

관련된 평가와 결론을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무부는 최종 규정 전문에서 재

무부의 환율 분석과 관련된 상당한 경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상계관세 부과 결정은 

환율보고서 등 재무부의 관련 권한과 목적을 

달리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면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된 최종 권한이 상무부에 있음을 

강조하였다.24

3) 특정성 관련 개정 사항25

최종 규정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규정 초안과 비교하여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약간의 문구변경

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규정 초안에서는 상

무부가 특정 그룹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

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주로 국제적

으로 물건을 구매 및 판매하는 기업군을 그

룹으로 구성할 수 있다(the Secretary may 

consider enterprises that primarily buy 

or sell goods internationally to com-

prise such a group).’고 규정하였는데, 최

종 규정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국제적으로 물건을 구매 및 판매하는 기업군

을 그룹으로 구성한다(the Secretary nor-

mally will consider enterprises that 

buy or sell goods internationally to 

comprise such a group).’는 문구로 변경

하였다. 사소한 문구의 변경으로 볼 수도 있

으나, 기본적으로 상무부가 자신들의 재량을 

확대하고 특정성을 보다 쉽게 인정하기 위하

여 당해 문구를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해당 

개정 초안이 WTO 보조금 협정은 물론 미국

의 국내법에도 상충한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

기하였는데, 국제적으로 교역하는 기업군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기에는 서로가 너무도 상

이하다는 점이 그 주된 논리였다. 구체적으

로, 브라질 정부는 WTO 보조금 협정 제2

조26의 특정 기업군(certain enterprises)으

로 인정되기 위하여 특정 유형의 상품을 생

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면서 환율은 

24 Ibid. pp. 24-30.

25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19 CFR part § 351.502 Specificity of domestic subsidies. 
(c) Traded goods sector. In determining whether a subsidy is being provided to a “group” of enterprises or 
industri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771(5A)(D) of the Act, the Secretary normally will consider enterprises 
that buy or sell goods internationally to comprise such a group.

26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2.1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subsidy, as defined in paragraph 1 of Article 1, is specific to an enterprise 
or industry or group of enterprises or industries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certain enterpris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granting authority, the following principles shall apply:
(a) Where the granting authority, or the legislation pursuant to which the granting authority operates, explicitly 
limits access to a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such subsidy shall be specific.
(b) Where the granting authority, or the legislation pursuant to which the granting authority operates, establishes 
objective criteria or conditions governing the eligibility for, and the amount of, a subsidy, specificity shall not 
exist, provided that the eligibility is automatic and that such criteria and conditions are strictly adhered to. The 
criteria or conditions must be clearly spelled out in law, regulation, or other official document, so as to be capable 
of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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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군과 무관하게 수평적으로 적용된

다고 지적하였고27, 인도 정부는 특정 기업

군은 ‘알려지고 특정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면서 통화 저평가의 경우 태생적으로 특

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

편, 상무부가 통화 저평가 보조금을 수출보

조금으로 보아 특정성을 간주하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단지 수출을 하는 기업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바28 통화 저평가를 보조금으

로 보는 경우에도 수출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다.29

상무부는 이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을 인정하기 위한 특정 그룹에 속하기 

위하여 서로 간 공통의 속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국제적으로 상

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기업들을 하나의 인

식 가능한 특정 기업군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판단이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한

편, 통화 저평가에 따른 보조금을 수출보조

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무

부는 제소된 내용에 따라 상무부가 개별 사

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한다고 하면서 

관련된 제소가 부재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하며 답변을 회

피하였다.30

Ⅲ.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관련 
미국 상무부 판정

1.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 

사건31

1) 사안의 개요

미국 노동단체는 2020년 5월 13일 상무

부에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

과를 청원하면서 조세 혜택, 저가의 고무공

급 등 20개의 보조금 혐의를 제기했고, 이 

중 한 개의 보조금으로 통화 저평가 보조금

(Currency Undervaluation)을 포함하였

다. 제소자는 해당 혐의에서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을 통해 지속해서 환율 관리를 하고 있고 외

환시장 개입 내역도 비공개하고 있음을 지적

하면서 IMF보고서 및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

고서를 근거로 하여 베트남 동(VND)환율이 

저평가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1) 중앙은행 및 정부 투자은

행의 환전 업무를 통한 직접적 자금 이전을 

주위적으로, 대미 달러 환율 관리에 따른 민

간 은행의 위임, 지시에 따른 간접적 자금이

전을 예비적으로 하여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2) 구체적인 

27 브라질 정부가 상무부에 제출한 ‘Submission of the Government of Brazil on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에서 참조

28 WTO 보조금 협정 Footnote4에서 ‘The mere fact that a subsidy is granted to enterprises which export shall not 
for that reason alone be considered to be an export subsidy within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29 인도정부가 상무부에 제출한 ‘COMMENTS ON U.S. COMMERCE’S PROPOSAL TO MODIFY REGULATIONS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에서 참조

30 US DEPARTMENT OF COMMERC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85 FR 6031, 2020.2.4.), pp. 30-35.

31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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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률은 수혜기업마다 다를 것이지만 

IMF 자료상 8.4%의 저평가 내역을 제시하

며32 혜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

며, (3) 2019년 베트남 내 외환 거래 중 상

품 수출자에 의한 외환 거래가 88%에 해당

하는바, 개정 규정에 따라 수출 기업들에 대

한 사실상 특정성이 인정 가능하다고 주장하

였다.33

2) 예비 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34 

상무부는 2020년 10월 30일 예비판정에

서 통화 저평가로 인한 보조금의 존재를 인정

하고, 이에 대하여 기업별로 1.16%~1.69%의 

보조금률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재

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분 소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영향력 등을 볼 때 베트

남의 비엣띤은행(Vietinbank)과 비엣콤은행

(Vietcombank)을 정부 공여 당국이라고 인

정하며 정부의 직접적 자금 이전을 인정함과 

동시에, 베트남 정부가 환율 관련 규정 및 통

화정책35 통하여 국내 생산자들을 보조하였다

는 점을 근거로 하여 민간 은행을 통한 환전 

업무에 대하여도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에 의

한 직접적 자금 이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혜택 요건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재무부에 

관련한 판단을 요청하였는데, 재무부의 결론

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실질실효환율과 균

형 실질실효환율 간의 차이가 있었고, 더 나아

가 베트남 정부의 개입에 따라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대미달러 베트남 동화의 환율이 4.7% 저

평가되었다고 보이며, 따라서 혜택이 인정된

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별기업의 상계관세

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기업의 환전 

규모와 적용 환율, 환전 기간 등을 조사하였으

며 이에 대해 실제 수취한 금액과 상기 4.7%

의 통화 평가절하가 없었을 경우에 수취하였

을 금액의 차이를 보조금률로 판단하였다. (3)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IMF와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 대상 기간 상품 수출, 서

비스 수출, 투자, 국외 소득에 따른 각 베트남

의 미국 달러 유입 내역을 분석하였고, 그중 

상품 수출을 통한 달러 유입이 전체 유입의 

71.94%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특정성을 인

정하였다.36

3) 최종 판정(Final Determination)37

상무부는 2021년 5월 21일 최종판정에서

도 예비판정과 동일하게 통화 저평가에 대하

여 기업별로 1.16%~1.69%의 보조금률을 

32 “Vietnam: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une 4, 2019), p. 36.

33 상세한 내용은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 TIRES FROM VIETNAM ; PETITION FOR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PURSUANT TO SECTIONS 701 AND 731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May 13, 2020 참조.

34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sion Memorandum for the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October 30, 2020

35 참고로, 베트남은행의 경우 중앙은행의 규제 하에서 외환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을 결정하고 
있는데, 대미달러환율에 대하여는 일일환율변동제한폭(±3%)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36 Ibid. pp. 20-25.

37 US DEPARTMENT OF COMMERCE,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May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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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였다.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절

차는 기본적으로 예비판정 전까지 사실 자료

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예비판정 

이후에는 법률 주장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동 판정에서 통

화 저평가 상계관세 관련하여 총 7개의 쟁점

이 다루어졌다. 그 중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

닌 법률 쟁점의 주요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 

(1) 국제 규범과 미국 국내법상 미국 상무

부가 저평가된 통화에 대하여 보조금

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는 GATT 제15.2조에서 

외환 문제에 있어서 체약 당사자의 조

치가 IMF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

여 IMF의 결정을 수락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점38, WTO 보조금 협정의 

각 조항을 검토하였을 때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는 동 협정에서 규율하는 보

조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성

도 인정될 수 없는 점, 환율 상계관세 

관련한 미국 내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

었으나 번번이 무산된 점39 등을 고려

할 때, 상무부에 이러한 권한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40 이에 대

해 상무부는 IMF 관련 협정 및 미국 

국내법상 어떠한 조항에서도 저평가된 

통화와 관련한 상계조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WTO 보

조금 협정 부속서1에서 통화 관련 조

치를 명시하고 있는 점41을 볼 때 외

환 문제에 관련하여 IMF의 전속적인 

판단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

는 한편, 과거 입법 노력의 실패는 현

행법의 해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미

국 법원의 입장42이라는 점을 언급하

며 베트남 정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43 

(2) 베트남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상무부 규정을 개정하여 통

화 저평가 상계관세 조사 내용을 도입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에 대하여 상무부는 상무부가 관세법

38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15.2 2. In all cases in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are called upon to consider or deal with problems 
concerning monetary reserves, balances of payments or foreign exchange arrangements, they shall consult fully 
wi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 such consultation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ccept all findings 
of statistical and other facts presented by the Fund relating to foreign exchange, monetary reserves and balances 
of payments, and shall accept the determination of the Fund as to whether action by a contracting party in 
exchange matters i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 with 
the terms of a special exchange agreement between that contracting party and the CONTRACTING PARTIES. 
(후략)

39 2017년 발의된 the Jobs and Trade Competitiveness Act, the 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 Act 등이 있다.

40 상세는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Government of Vietnam’s 
Case Brief, March 10, 2021 참조.

41 미국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WTO 보조금 협정 ANNEX I, ‘ILLUSTRATIVE LIST OF EXPORT SUBSIDIES’ (b) Currency 
retention schemes or any similar practices which involve a bonus on exports를 외환관련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42 Central Bank of Denver, N.A. v. First Interstate Bank of Denver, N.A., 511 U.S. 164, 187 (1994) (Central Bank 
of Denver). 

43 US DEPARTMENT OF COMMERCE,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May 21, 2021, p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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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을 통하여 미국 의회로부터 그 

조치의 형태가 무엇이든 산업피해가 

존재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상계관세 

조치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따라서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

다.44

(3) 환전 업무가 정부의 재정적 기여 요건

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베

트남 정부는 직접적인 자금 이전은 물

론 어떠한 유형의 재정적 기여에도 속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환전 업무

는 특정의 일방 거래가 아니라 시장의 

환율에 따라 단순히 화폐를 교환하는 

업무이며 화폐의 모든 교환이 어떠한 

식으로든 재정적 기여 요건을 충족한

다고 보는 것은 WTO 보조금 협정 제

1조의 입법 및 협상 기록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 논거였

다.45 이에 대해 상무부는 최종 규정

에서 언급한 내용을 재인용 하면서, 

환전 업무는 문리적 해석상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상무부는 

베트남 정부가 오직 보조금(grant)과 

같은 유형의 자금 이전만 보조금 협정

상 재정적 기여로 볼 수 있다고 주장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출이나 지분

참여(equity infusion)와 같은 유형의 

자금 이전도 재정적 기여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하고, 미국의 관련 

규정46상 재정적 기여의 규정은 열거

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베트남 정

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교환된 화폐가 동등한 가

치인지 여부는 혜택의 요건과 관련하

여 문제 된다며 재정적 기여의 요건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47

(4) 본 조사건 환전 업무가 특정적인지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에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이 18개 다른 

산업군에 속하며 75만 개의 기업에 

이르는 등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기업

을 포함하는 까닭에 이를 특정적이라

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더 나아가 상무부의 분석

이 외화의 유입에 관하여만 집중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

44 Ibid. pp. 9-11.

45 그러면서 베트남정부는 Panel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Treating Export Restraints as Subsidies, WTO Doc. 
WT/DS194/R (adopted Aug. 23, 2001) (“US - Export Restraints”), paras. 8.65, 8.73.을 인용하였다.

46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section771(5)(D) FINANCIAL CONTRIBUTION.-The term ‘‘financial contribution’’ means- 
(i) the direct transfer of funds, such as grants, loans, and equity infusions, or the potential direct transfer of 
funds or liabilities, such as loan guarantees, 
(ii) foregoing or not collecting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such as granting tax credits or deductions from 
taxable income, 
(iii) providing goods or services, other than general infrastructure, or 
(iv) purchasing goods

47 US DEPARTMENT OF COMMERCE,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May 21, 2021, pp.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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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외화 유출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

지 않으므로 새로 마련된 규정과도 부

합하지 않는 분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무부는 하나의 그룹에 

속하는 기업 간 유사성이 필요하지 아

니하다는 점 및 이러한 기업군이 관련 

없는 여러 기업을 대표하는 것도 가능

하다는 점을 들어 베트남 정부의 주장

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베

트남 정부가 외화의 유입 및 유출과 

관련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 IMF

의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언

급하면서도, 통화 저평가와 관련된 보

조금에서는 미국 달러를 조사 대상국 

화폐로 환전하는 기업의 혜택에 관하

여 조사를 하는 것이지 조사 대상국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기업의 

혜택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상품을 구매하

는 기업의 환전 규모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하였다.48

2.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사건49 

1) 사안의 개요

미국의 트위스트 타이 생산자인 Bedford

는 2020년 6월 26일 상무부에 중국산 트위

스트 타이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를 청원하

면서 조세 혜택, 우대금융 등 15개의 보조금 

혐의를 제기하였는데, 이 중 한 개의 보조금

으로 통화 저평가 보조금을 포함하였다. 해

당 혐의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인민은행

(People’s Bank of China)과 국가외환관리

국의 관리변동환율제(Managed Float)를 통

해 외화의 유입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

조하며 IMF 보고서 및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중국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1) 중앙은행 및 정부 투자은

행의 환전 업무를 통한 직접인 자금 이전과 동

시에, 대미 달러 환율 관리를 통한 중국 정부

의 민간 은행에 대한 위임 및 지시에 따른 자

금 이전에 따라 재정적 기여 요건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2) 조사 대상 기간에 관

한 IMF의 자료를 구할 수 없지만, 과거 IMF 

자료 및 미국 재무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혜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3) 

2019년 중국 내 외환 거래 중 상품 수출자에 

의한 외환 거래가 89%에 해당하는바, 개정 규

정에 따라 수출 기업들에 대한 사실상 특정성

이 인정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50

2) 예비 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51

상무부는 2020년 11월 23일 예비판정에

서 통화 저평가에 따른 보조금에 대하여 

AFA52를 적용하여53 각 의무답변 기업에 대

48 Ibid. pp. 16-20.

49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50 구체적인 내용은 TWIST TIES FROM CHINA, PETITION FOR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URSUANT TO SECTIONS 701 AND 731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June 26, 2020 을 참조할 것. 

51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sion Memorandum for the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vember 23, 2020 

52 Adverse facts available,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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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0.54%의 보조금률을 인정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1) 재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분 소유, 관련 법령의 내용54을 볼 

때 중국의 국영 은행은 물론 모든 민간 은행

을 공여 당국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 내 모든 은행의 환전 업무를 정부의 직

접적 자금 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2) 혜택 요건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재무부에 관련한 판단을 요청하였는데, 재무

부의 결론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실질실

효환율과 균형 실질실효환율 간 차이가 있었

으며 중국 정부의 외환개입 불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중국 정부의 개입

에 따라 조사 대상 기간 대미달러 중국 위안

화의 환율이 약 5%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혜택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개별

기업의 관세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기업의 환전 규모와 적용 환율, 환전 시기 

등을 조사하여야 하나 조사 대상 기업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조사하지 못하였

고, 따라서 과거 유사한 프로그램의 보조금

률인 10.54%를 해당 프로그램의 보조금률

로 적용한다고 판단하였다. (3) 특정성 요건

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IMF와 OECD, 중국 세관(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상품 수

출, 서비스 수출, 투자, 국외 소득의 각 중국 

내 미국 달러 유입 내역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상품 수출을 통한 달러 유입이 전체 미국 

달러 유입의 69.9%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특정성을 인정하였다.55 

3) 최종 판정(Final Determination)56

앞선 예비판정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상무

부는 2021년 2월 16일 최종판정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부족하다

는 점을 언급하면서, 통화 저평가에 따른 상계

관세 부과에 관한 최종 결정을 당해 사건의 첫 

번째 연례재심까지 미룬다고 판정하였다. 그

러면서 통화 저평가 문제는 다양한 경제적 변

동 사항을 포함한 복잡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

으며, 특히 위안화와 관련된 이용 가능한 정보

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혜택과 특정성을 

분석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부연하였다.57 상

무부는 이와 같이 최종 결정을 미루는 것이 상

무부 조사 관행에 있어 이례적이지 않다고 설

명하였으나, 상무부가 AFA라는 강력한 조사 

기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

재를 사유로 하여 예비판정과 입장을 달리하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53 해당 조사 건에서 의무답변 기업은 조사에 대응하지 않았고, 중국 정부만 일부 프로그램(수출 관련 대출, 전력의 저가 공급, 통화 
저평가 등)에 대하여 조사에 대응하였다. 상무부가 의무답변 기업의 비협조에 따라 AFA를 적용하여 산출한 보조금률 상세에 관하여
는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54 가령 상업은행법(the Commercial Banking Law) 제34조에서 “{c}ommercial banks shall carry out their loan business 
upon the needs of national economy and the social development and under the guidance of the state industrial 
policies.”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시하며 이는 중국정부가 민간 은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을 위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55 Ibid. pp. 19-23.

56 US DEPARTMENT OF COMMERCE,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ebruary 16, 2021

57 Ibid. p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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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눈여겨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Ⅳ. 미국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쟁점 
분석 

1. 정부의 재정적 기여 

WTO 보조금 협정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

와 관련하여, 제1.1조(a)(1)에서 4가지 유형

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적 자금 이전, 세입 

포기, 일반적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

는 서비스의 염가 제공 또는 상품의 고가 구

입, 그리고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에 의하여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를 민간기관이 이행하

는 경우이다. 한편, 제1.1조(a)(2)에서는 가

격지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존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통화 저평가에 따른 상계관

세와 관련하여, 입법 과정 및 판정과정에서 

일관되게 1.1조(a)(1)(i)의 ‘직접적인 자금 이

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는데, 구체적

으로 국영 은행 등 정부 운영 은행의 경우 

제1.1조(a)(1)(i)에 따라, 민간 은행의 환전 

업무에 관하여는 제1.1조(a)(1)(iv) 및 제1.1

조(a)(1)(i)에 따라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그 주체가 국영 은행 내지 국책 은행

인지 혹은 민간 은행인지와 무관하게 환전 

업무가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환전 행위가 

일방적인 금원의 이동이 아니라 양방의 화폐 

교환이라는 점에서 오는 의문일 것인데, 현

행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자금의 이전

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보조금 협정 제1.1조

(a)(1)(i)에서는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으로 

무상지원 외에 대출, 지분 참여 등도 규정하

고 있는데, 대출의 경우 일방적인 무상 급여

와는 달리 반환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인바, 

‘직접적인 자금 이전’ 자체가 일방적이고 수

혜적 성격의 금원 이동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

무부의 이 부분과 관련된 판단은 일견 수긍 

가능하다고 보인다.

다만, 상무부의 재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

된 판단 중, 민간 은행의 환전 업무의 경우

에도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에 따른 직접적

인 자금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개별국가

마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를 것이겠지만, 

이와 같은 판단이 곧 한 국가에서 통일된 수

준의 환율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민간 은행

이 환전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당해 환전 업무에 있어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위임 또는 지시’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WTO 

보조금 협정 제1.1조(a)(1)(iv)에서 규정하는 

‘위임 또는 지시’를 해석함에서는 단순히 정

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하고 민간 주체로부터의 자금 지원 및 경제

적 혜택 부여가 정부로부터의 자금 지원 및 

경제적 혜택 부여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와 그러한 민간 주체 간 밀접한 연관성

이 요구된다58고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58 이재민, “WTO 보조금 협정상 간접 보조금(Indirect Subsidy)의 법적 의미 및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제
12권 제1호, 2005, pp. 123. 민간 기관에 대한 ‘위임 및 지시’와 관련하여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 및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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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그러하다. 

최근 WTO 패널 또한 US – Softwood 

Lumber VII 사건에서 WTO 보조금 협정의 

재정적 기여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단순히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만

으로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가 인정될 수 없

다고 판단한 바 있다.59 정부의 환율과 관련

된 제도가 한 국가의 기준 환율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이는 결국 민간 은행의 환전 업

무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러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환전 

업무를 진행할지, 얼마의 수수료를 부과할지 

등은 개별 민간 은행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바 이러한 민간 은행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환전 업무가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점은 최근 미국 

상무부의 판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비

판정이기는 하지만 최근 결정된 미국 상무부

의 중국산 제설기 및 부품(Walk-Behind 

Snow Throwers and Parts)에 대한 상계

관세 판정에서,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간 대

미 달러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를 인정하면서

도 중국 정부의 순 외환 매도량 등을 고려하

였을 때 이러한 저평가가 정부 개입으로 인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60 상무부는 

통화 저평가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부를 개

정 규정에 따라 ‘혜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나 이보다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

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상

무부의 입장은 결국 저평가된 환율의 환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민간 은행에 대한 

‘위임 또는 지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

히 정부가 환율을 결정하는 일상적인 메커니

즘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거나 관련 제도

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비일상적이

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2. 혜택

WTO 보조금 협정 제1.1조(b)에서는 보

조금의 구성요소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4조에서는 구체적인 혜택의 평가

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

은 소위 ‘시장 비교기준’ 법리로 문제가 된 

거래에서 수혜자에 대해 부여된 상업적 조건

과 통상의 시장에서의 거래조건 내지 시장 

관행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경제적 혜택을 평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61

상무부는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통화가 저

평가된 경우 혜택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

법론을 마련하고, 조사에 당해 규정을 적용하

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 재무부의 관련 판단을 

이의 없이 수용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계적으

로 보조금률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

는데, 그러한 까닭인지 조사 대상 국가 또한 

혜택 요건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사항을 다투

관하여는 본 논문을 참고할 것.

59 Panel Report, US - Softwood Lumber VII, para. 7.606 참조

60 Decision Memorandum for th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Certain 
Walk-Behind Snow Throwers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ugust 27, 2021, pp. 
46-47.

61 이재민, 유광혁, “ WTO 보조금 협정과 경제적 혜택”, 「국제경제법연구」제9권 제1호, 2011,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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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재무적 방법론이나 사실인정의 측

면을 주로 다투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하여, 미국 재무부는 GERAF(Global Exch-

ange Rate Assessment Framework)라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동 모델을 사용하

여 IMF 등에서 분석한 개별 국가의 실질실효

환율과 균형 실질질효환율의 차이를 조사 대

상 국가 화폐의 대미 달러 환율과 관련한 실질

실효환율과 균형 실질실효환율 간의 차이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62, 이러한 방

법론에 적지 않은 의문 있는 것으로 보이나63 

이는 법리적인 분석과는 거리가 있어 본고에

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도록 한다.

보다 법리적인 측면과 관련하여는, 통일된 

균형 실질질효환율의 계산 방법이 부재하므

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점 및 ‘통화 저

평가에 기여하는 환율 관련 정부의 개입(gov-

ernment action on the exchange rate 

that contributes to an undervaluation 

of the currency)’과 같은 문구에서 볼 수 있

듯 해당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체적인 혜택

의 계산에 있어 환율효과의 양방향성을 무시

하고 일방적인 부분만 검토한다는 점도 지적

되고 있다. 즉, 조사 대상 기업이 영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자국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를 자국 화폐로 

변환하거나 미국 달러로 책정된 가격의 원자

재를 구매하여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통화 저평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영업

활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국 달러를 자국 화폐로 환

전하는 과정에서 수취한 금액으로만 혜택을 

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64 

상무부는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를 조사하

며 특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상품 수출로 

인한 외환 유입 규모를 계산하면서, 보다 명

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에 투입된 수입 원자

재의 가치를 차감하는 등 조정을 가한 바 있

어65 개별 기업의 혜택을 산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

제로 그러한 조정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률의 계산 방식과 그 내역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66 혜택의 산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었으며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및 당해 과정의 

법리적 문제점에 관하여는 현시점에서 검토

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3. 특정성

WTO 보조금 협정 제2.1조에서는 보조금

이 특정 기업(군) 또는 산업(군)에 공여될 경

62 DEPARTMENT OF THE TREASURY, Evaluation and Conclusion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0.8.24.), 
pp. 1-2.

63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국제금융센터, “미 재무부 의 베트남 통화저평가 진단 모델 분석 및 시사점”, 2020 등을 참조할 것.

64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Jaemin Lee, “A Story Half Told-Selective Benefit Assessment in the New US CVD 
Rule for Exchange R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ume 23, Issue 4, (2020), pp. 8-14.를 참조

65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sion Memorandum for the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October 30, 2020, pp. 23-24 

66 가령 US DEPARTMENT OF COMMERC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inal Determination Analysis Memorandum for Kumho Tire (Vietnam) 
Co., Ltd., May 21,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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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만 그 규율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조항은 ‘법률상 특정

성’과 ‘사실상 특정성’을 구분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

용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

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의 양태를 상정하고 

있다.

초기 미국의 통화 저평가에 따른 보조금 

인정 및 상계관세 부과에 관한 논의에서는 

동 보조금을 수출보조금으로 보고 특정성을 

간주하려는 입장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보인

다.67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금번 규정 개정 

과정에서 특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상

무부는 국제적으로 물건을 구매 및 판매하는 

기업군을 그룹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규

정을 신설한 후 개별 사건에서 이를 바탕으

로 쉽게 특정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 주

었는데, 이러한 상무부의 입장에 대해 여러

모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국 내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수의 기업이 수혜 대상

인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이

다.68

WTO 항소기구 또한 U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사건

에서 특정 기업(certain enterprises)의 정

의를 검토하면서, 문언적 해석에 따르면 ‘특

정(certain)’이란 ’알려지고 특정되어지나 명

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그

룹’이란 ‘어느 정도의 상호 또는 공통의 관계 

또는 목적을 갖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유사

성에 따라 하나의 단일체 또는 전체를 구성

하는 다수의 어떠한 사람 또는 사물’이라고 

하면서,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이

란 알려지고 특정된(known and particu-

larized) 단일의 기업(군) 또는 산업(군)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69 

미국 상무부는 과거 다수의 상계관세 사건

에서 특정성을 굉장히 쉽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입장을 통화 저평가 상계관

세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상무부가 전제하는 바와 같

이 정부의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따라 개별국가 

내 환전 업무에 적용되는 환율이 동일하게 적

용되고 그 과정에서 혜택이 발생한다고 본다

면, 환전하는 모든 기업은 무차별적으로 혜택

을 부여받게 되는 것에 다름이 없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특정성을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렵

다고 생각된다. 가사, 미국의 논리와 같이 ‘국

제적으로 물건을 구매 및 판매하는 기업군’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 

사실상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여

도, 해당 기업군에는 한 국가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러한 기업군을 알려지고 특정된 그룹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더 나아가, 상무부

는 ‘국제적으로 물건을 구매 및 판매하는 기업

군’이 통화 저평가의 혜택을 불균형적으로 많

67 Dr. C. Fred Bergsten, “The Need for A Robust Response to Chinese Currency Manipulation - Policy Options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Including Countervailing Currency Interven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Law (2011), pp. 1-2, pp. 5-6. 및 강민지, “환율문제에 대한 통상법적 제재 연구”,「통상법률」제125호, 2015, pp. 60-62 
참조

68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8, p. 393.

69 Appellate Body Report,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para.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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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았는지 여부를 비교하면서 그 대조군으

로 서비스 수출, 투자, 국외 소득에 의한 외환 

유입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비스에 대

한 보조금, 투자 행위, 국외 근로 등에 따른 

발생 소득은 WTO 보조금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WTO 보조금 협정과 무관하다는 점

에서도 이러한 검토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

각된다. 

한편, 상무부는 특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

서는 실제로 환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환의 유입 그 자체를 혜택으로 

전제하면서도,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혜택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당해 기업이 실제로 환

전한 외환 규모를 바탕으로 보조금률을 계산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상품 수출을 통해 조사 대상국으로 

상당한 미국 달러를 유입하면서도 환전을 하

지 않고 그대로 보관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

는 특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혜택으로 

인정이 되면서도 혜택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는 배제되는 결론에 이르는바, 상무부의 위 

논리는 각 단계에서의 혜택을 규정하는 방식

이 서로 모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Ⅴ. 마치는 말

본고에서는 통화 저평가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2020년 개정된 미국의 상

무부 규정의 개정 과정과 이러한 규정이 최

초로 적용된 미국 상무부의 판정례 두 건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상무부는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

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사건에서 최초로 통화 

저평가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였는

데, 아쉽게도 해당 조치가 근거한 법리적 논

거를 살펴보면 약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미국 재무부가 금년 4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교역촉진법상 3개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심층 분석

을 한 바 있고70, 미국 정부가 7월 베트남 

중앙은행과 환율 관련하여 인위적인 통화 절

하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기도 하는 

등 미국은 금년에 베트남 동의 대미 달러 환

율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우려를 보였는데, 

이러한 입장이 당해 조사 사건의 판정에 일

부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한다.

각국에서 위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상계

관세 조사 사건을 전후로 하여 통화 저평가

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확산에 관한 여러 우

려가 있었으나, 이후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상품에 대한 연이은 조사 건에서 완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그러한 우려가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무부가 통

화 저평가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리적인 토대를 마련해놓은 만큼, 상

무부는 미국 정부의 필요 또는 여러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일방적인 조사 진행을 

강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외환개

입 내역을 공개하는 등 외환 관리의 투명성

을 제고하는 한편 환율 문제와 관련하여 미

국과 긴밀한 대화를 지속하는 등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

찰대상국에 머무르고 있는 점71 등을 볼 때 

통화 저평가로 인한 상계관세의 부과 대상에

70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2021.4.16.),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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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외라고 안심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

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상무부의 관련 조사 건의 판정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법

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검

토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환율 결정 메

커니즘 및 민간 은행의 환전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 등을 차분히 점검하고, 선제적

으로 외환 유입 내역 등을 세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 기업

들 또한 AFA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전 

업무와 관련된 재무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

고, 보다 전략적으로 환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는 단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집

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조사는 정부의 여러 

부처 및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는 점에서 그 대응이 더 어려울 수 있는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선제적으로 이러

한 준비를 해둔다면 향후 효율적인 대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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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Evaluation of 
Modification of Regulations 
and Recent Cases regarding 
Currency Undervaluation in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Jieun Kim

Korea Trade Commission, MOTIE
(jekim3@korea.kr)

On 6 April 2020,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has modified two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determination of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The Commerce introduced that these modifications clarify how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benefit or specificity when Commerce is examining a potential subsidy resulting from the 

exchange of currency.

The detail of new regulations is as below. First of all, these regulatory modifications do not 

address the 'financial contribution' but the Department of Commerce stated that the receipt of 

domestic currency from an authority in exchange for U.S. dollars could constitute the financial 

contribution. Second, regarding the condition of 'benefit', the Department of Commerce 

introduced a two-step approach consisting of conducting a REER-based analysis to determine 

if there is potentially actionable currency undervaluation and analysis of firm-specific 

circumstances. Lastly, new regulation stipulated that companies in the traded goods sector of 

the economy can constitute a group of enterprise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subsidy is specific.

This paper introduces the proposed rule, the final rule including the Department of 

Commerce's response to comments by interested parties on the proposed rule, and 

Commerce's finding in relevant two cases -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urthermore, this paper 

would like to analyze and evaluate the final rule and findings in these cases 

Keywords : SCM Agreement, Trade Remedy, Currency Undervaluation, Countervailing Duty,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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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DSU 제25조 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김세진,* 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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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소기구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논란에 우

려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저지하면서 본격적으로 현 분쟁해결제도의 불만

을 표출하였다.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WTO의 상소기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에 WTO회원국들은 상소기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였고, 그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제도이다. 중재제도는 유

연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여겨지는 만큼 WTO상소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이지만, 그 효용성과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실제 상소절차를 대신하는 역할로써의 활용빈도가 높지

는 않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기존의 상소심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DSU 제25조상의 국제중재제도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WTO체제상의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제3장의 일반적인 국

제중재제도 개관을 통해 제4장에서는 WTO상의 상소절차와 국제중재절차를 개괄적으로 비교해보고 중재절

차를 통한 상소절차 구현의 실현 가능성, 한계와 추가논의 사항들에 대해 조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기타 

중재절차를 통한 WTO상소기구 대체방안 사례들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DSU 제25

조에 의한 상소절차 구현에 요구되는 정책적·실무적 사안들을 정리하여 제언한다.

주제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 상소기구, 중재제도, DSU 제25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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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

tion, 이하 “WTO”)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기능이 2019

년 12월 11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정지되었

다. 이는 미국이 상소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신규 상소기구 위원의 선임

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는 

그 동안 상소기구의 판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WTO 분쟁해결제도

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WTO 재건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였

으나 예상과는 달리 상소기구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

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국들은 상소기구의 기

능 정지가 현실화되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은 WTO 분쟁해

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 제

25조에 따른 중재(arbitration)제도를 활용

하는 것이다. 중재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분쟁

해결의 원칙적인 수단인 소송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면, DSU상의 중재제도는 사용빈도가 

적었다는 이유로 또는 결정적으로 재심의 기

회가 없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았던 것이 사

실이다.1 하지만 상소기구가 사실상 마비된 

지금 WTO규범에 상응하는 분쟁해결과 상호

합의를 통해, 보다 유연성 있는 분쟁해결이 가

능한 DSU상의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적

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는 기존의 상소심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DSU 제25조

1 손태우, “WTO 분쟁해결양해각서(DSU)상의 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69권(2006), pp. 2, 9.



120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2호 (통권 제2호)

상의 국제중재제도 활용방안을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WTO체제상의 분쟁

해결제도의 제도적 특징을 개관(제II장)하고, 

일반적인 국제중재제도 개관(제III장)을 통해 

WTO상의 상소절차와 국제중재절차를 비교

해 본다(제IV장). 이를 바탕으로, 과연 중재

절차를 통한 WTO상소기구 절차의 구현 가

능성과 그 한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

항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 마지막으로, DSU 제25조를 원용하여 상

소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실

무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제V장).

Ⅱ. WTO 분쟁해결제도

1. DSU 제25조상의 중재 

DSU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WTO 당사

국은 상호 간에 명백히 규정된 논점들과 관

련된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분쟁해결의 

대체적 수단으로서 중재를 활용할 수 있다.2 

다만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다는 중재합의를 거쳐야 하며, 중재인

의 중재판정을 기속력 있는 최종판정으로 받

아들여야 하고, 무엇보다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 합의사항은 중재절차가 실제로 개시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되어야 한다.3

DSU 제25조는 구체적인 중재절차를 규정

하고 있지 않고 당사국들에게 일임되어 있지

만,4 WTO체제에 부합하는 중재절차는 갖추

고 있어야 한다. 먼저, 상기와 같이 모든 

WTO회원국에게 중재합의를 사전에 알려야 

하는데,5 이는 제3국이 중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관련당사국이 아닌 

제3국으로 참여할 경우 관련당사국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6 또한 중재판정은 분쟁해결

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 및 관련 협정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통보되며 회원국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

도 제기할 수 있다.7 

제25조 규정에 의한 첫 중재사건으로 과

거 미국과 유럽 간에 벌어진 제25조에 따른 

중재인 US – Section 110(5) Copyright 

Act (Article 25) 사건에서 중재인들이 “제

25조의 적용이 WTO 시스템을 관장하는 규

칙과 원칙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중

재인들의 책임이다”라는8 취지를 분명히 한 

것처럼, WTO 규범에 부합하는 중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DSU 제25조를 원용하여 상소심을 진행하

기 위해서는, WTO 분쟁 해결절차의 특성과 

일반적인 중재절차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

2 Annex 2,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25.1.

3 Ibid., Article 25.2.

4 이처럼 명확한 중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SU상의 중재가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중재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DSU 상의 중재가 국가를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로 하는 국제중재라는 성격에서 ICSID 중재규칙, PCA 중재규칙, 
UNCITRAL 중재 규칙 및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중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기종, “WTO 
분쟁양해각서(DSU)상의 중재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8집(1999), p.582.

5 DSU, Article 25.2.

6 Ibid., Article 25.3.

7 Ibid.

8 WT/DS160/ARB25/1, Award of the Arbitrators, US – Section 110(5) Copyright Act (Article 25), para.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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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이들 

각 절차를 개관한다.

2. WTO 상소절차의 일반적 형태 - 패널 

및 상소기구

WTO 분쟁해결절차는 먼저 제소국이 상

대국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개시된다. 피소국

이 협의개시를 거부할 경우, 혹은 협의 요청 

후 60일 내 양당사국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9 패널

의 검토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

운데 6개월 이내에, 긴급사안은 3개월 내지 

최대 9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10 이후, 

패널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관련국은 권고를 

이행하거나 혹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11 

일반적으로 상소 절차는 (1) 상소절차 개

시(상소의사 통보 및 상소장 제출) → (2) 상

소기구 위원 선정 → (3) 일정 작성 및 통보 

→ (4) 상소국 서면 입장 송달 → (5) 피상소

국 및 제3국 서면 입장 송달 → (6) 구두 심

리 → (7) 상소 보고서 제출 → (8) DSB 상

소보고서 채택 → (9) DSB 권고 및 결정에 

대한 패소국의 이행 계획 보고와 같이 이루

어진다.12 

상소절차는 DSU 제16.4조 규정에 의거하

여 DSB에의 서면통보와 상소기구 사무국에 

상소하는 패널보고서 제목, 분쟁당사국 연락

처, 상소 내용에 관한 요약 등을 기술한 상

소장을13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14 상소기

구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7인의 상소기구 위

원 중 무작위 추출(random selection)에 

의해 국적 상관없이 3인의 위원들로 구성된

다.15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를 고려하는 

국가는 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예정되

어 있는 DSB 회의 전 상기와 같은 상소개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16 상소 개시에 따라, 

해당 위원들은 DSB 의장 및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문서 제출시한, 구두심리 

날짜 등을 정한 일정(working schedule)을 

작성하고 이후 관련국에 통보된다.17 피상소

국과 제3국의 경우 상소장 제출 후 각 18

일,18 21일19 이내에 서면입장을 같은 방식

9 DSU, Article 4.7.

10 Ibid., Article 12.8-12.9.

11 상소권을 가진 분쟁당사국들은 패널보고서의 최종판정이 불리하게 적용된 국가를 포함해 승소한 국가 또한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로 최종 판결에 관계없이 패널의 법논리나 조문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cross-appeal”이 최근 잦아지고 있다. 안덕근,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상소절차”, 「통상법률」제31권(2000), p.14.

12 WT/AB/WP/6,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nnex I Timetable for Appeals 참조.

13 Ibid., Article 20. 상소장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상소하고자 하는 패널 보고서의 제목, (2) 상소장을 제출하는 
분쟁 당사자의 이름, (3) 분쟁 당사자의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4) 다음을 포함한 상소심 성격에 대한 간략한 진술: (i) 패널 
보고서에 포함된 법률문제 및 법적 해석에서 발생한 오류의 확인, (ii) 패널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협정의 법적 조항 목록, (iii) 상소국이 이의 신청 맥락에서 주장하는 패널 보고서의 오류를 포함한 명시적 목록.

14 DSU, Article 16.4.

15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6. 패널절차에서는 국가 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분쟁당사국 
위원은 패널에서 제외되지만, 상소기구는 위원들의 국적에 상관없이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SU 17.3조는 
상소기구 위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해의 상충이 있는 분쟁의 검토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DSU, Article 17.5.

17 Ibid., Article 17.9.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6.

18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2.1.

19 Ibid., Article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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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소절차

의 구두심리는 상소장 제출 30일 내지 45일 

내에 개시된다.20 한편, 상소절차 진행 중 그 

어느 시점에서도 상소국들은 상호 협의 후 

상소기구에 통보함으로써 상소를 철회할 수 

있다.21 무엇보다 상소기구는 WTO 분쟁해

결제도의 최종심의 기관으로서 패널의 법적 

평결과 결론을 지지, 수정 또는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제도적 특징이다.22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DSB 회의에서 관련 회원국은 

DSB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자기나

라 입장을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권고 및 

판정의 즉각적인 준수가 실현 불가능할 경우

에는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받기

도 한다.23 DSB에 의한 감독은 6개월 이후

로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연장도 가

능하다.24 DSU 제21.3조(b)에서는 DSB가 

패널이나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한 후로부

터 45일 이내에 판정 이행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에 의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25 

3. 일반적인 국제중재 절차26

일반적으로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중재인(arbitrator)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로, 법원에서의 

소송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중

재는 적용되는 각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

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단일화된 중재규칙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중재

제도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일반적으로 중재는 중재신청서를 정

해진 중재기관을 통하거나 직접 피신청인에

게 송달하면서 개시된다. 이후, 중재인 선정 

절차가 이루어지며 당사자들은 중재인을 직

접 선정할 수 있다. 대부분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지만, 중재

인 수 및 중재판정부 구성방법은 중재규칙에 

따라 상이하고 당사자들의 합의가 가장 최우

선시 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당사자들

의 합의 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주장

서면 제출일정, 문서제출절차(document pro-

duction) 진행일정 및 심리기일(hearing) 일

정 등의 일정표(timetable)를 마련하여 대부

분 이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위해 중재판정부

는 중재사건의 여러 진행절차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을 정하는 절차명령(procedural or-

der)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국제중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문서

제출절차(document production)가 빈번

20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7.1.

21 Ibid., p.16.

22 DSU, Article 17.6, 17.13.

23 Ibid., Article 17.14, 21.3.

24 Ibid., Article 21.4.

25 Ibid,. Article 21.3. 일반적으로 DSU상 중재는 이행단계에서 패소국은 자신의 이행불복에 대한 제소국의 보복이 DSU상의 적절한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중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손태우, 전게 논문, p.8. 

26 이하 3절은 김갑유·임수현·김홍중·김준우 외, 「중재실무강의」(박영사, 2012)를 참조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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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특정 증거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

하는 절차를 말한다. 문서를 요청받은 상대

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청을 거절하

는 경우, 문서를 요청한 당사자는 중재판정

부에게 해당 문서의 제출을 강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국제중재의 경우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정

한 일정표와 절차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장서면의 제출

방식에 관해서는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해지지만, 심리기일 전 

쌍방은 대체로 각 2차례씩 주장서면을 제출

하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된다. 

또한, 국제중재의 경우 집중심리주의 방식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게는 1-2주 길게는 

3-4주 정도 기간의 심리기일(hearing)27 동

안 모두 진술(opening statement)과 함께 

모든 증인들에 대한 순차적인 반대신문이 이

루어진다.28 특히, 특정 전문 분야의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전문가 증인을 

각각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당수의 중재사건에

서는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

고, 전문가의 보고서와 증언이 사실관계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서나 증언 못지않게 사건

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중재에서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전문가를 확보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리기일 후에는 심리기일 중에 제시된 다

양한 증거 및 전체적인 주장 내용을 다시 정

리하는 형태의 심리 후 주장서면(post- 

hearing brief)을 제출한다. 심리 후 주장서

면의 제출 여부와 횟수는 대체로 심리기일 

마지막 단계에서 중재판정부가 양측 당사자

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양 분쟁당사자가 동시에 주장서면을 제출하

며, 최근에는 심리 후 주장서면에 대해서 반

박할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여 2회에 걸쳐 동

시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중재의 경우는 

별도의 판정선고 절차 없이 곧바로 판정문

(award)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무엇보

다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불복하더라도 다시 본안에 대한 판단

을 받을 길이 없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중재는 당사자가 중립

적인 중재판정부를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규

칙에 따라 입증 및 서면·구두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가 대체로 비공개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중재 절차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

로 각광 받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상사분쟁

에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패소 당사자

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법원에 

중재판정 집행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

송에 비해 집행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27 실무상으로는 심리기일의 진행 개요, 신문할 증인 확정, 증인신문 순서와 시간 배정,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 방식, 증인 신문시 
다른 증인이나 전문가 증인의 참석 허용 여부, 통역사의 대동 방식 등의 절차적인 이슈들에 관해 대리인들간 사전 합의를 하여 
중재판정부의 최종 승인 및 결정을 받는 심리기일 전 회의(pre-hearing conference)를 개최하고, 동 회의에서 결정된 절차적 
방안을 토대로 심리기일을 진행한다. 상게서, p. 23.

28 이 때, 쌍방의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같은 쟁점이나 같은 서증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중재판정부는 증언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및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 상게서,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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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재절차를 통한 WTO 
상소절차 구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상소절차와 

일반적인 국제중재절차는 분쟁의 심리단계

에서 상당히 유사한 절차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를 통해 상소심에 상응하는 

절차를 구현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재제도는 당사자간

의 합의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는 만큼, 구

체적으로 어떻게 동 제도를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분쟁 당사자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래에서는 중재절차

를 통해 상소절차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들은 무엇

인지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DSU 제25조에 

의한 중재절차의 내제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중재절차 활용시 필수적인 고려요소들

1) 중재합의 당사자

일반적으로 중재합의를 체결하기 위해서

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합의 체결에 필요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29 

WTO상소중재의 경우 특정 국가의 중재법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능력에 관한 

국내법상의 분쟁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인

다. 다만, WTO상소심을 대체하는 중재합의

의 효력을 분명히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중재합의 체결 근거를 중재합의 

문서에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

다. 예컨대, DSU 제25조가 중재를 분쟁해결

의 대체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

재합의에 해당 조문을 직접 인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DSU 제17.4조에서 

“분쟁당사자만이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중재합의에 이를 직접 인용

하여 중재 당사자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도 바람직해 보인다.

2) 중재개시 및 답변

중재는 일반적으로 중재신청서를 정해진 

중재기관 내지 분쟁 상대방에게 제출함으로

써 개시된다. 형식상 이는 WTO상소심과도 

동일한 것으로 상소국은 DSB에 서면 통보와 

상소기구 사무국에 상소하는 패널보고서 제

목, 분쟁당사국 연락처, 상소내용에 관한 요

약 등을 기술한 상소장을 제출한다. 따라서 

중재신청 형태로 제출되는 상소장의 구체적

인 내용은 원 상소 절차에 사용되는 상소장

의 형식을 참고하여 사전 합의를 통해 규정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WTO상소심의 경우 상소국이 상소장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상소심이 개시가 된다.30 

중재에서 반대신청(counterclaim)과 상소심

에서 피상소국의 cross-appeal은 절차상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보인다. ICC 상사중재

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절차요지서(terms of 

reference)를 작성한 다음, 판정부의 허락을 

받아 반대신청서를 제출한다.31 이때 판정부

29 손경한·심현주, “중재합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 「중재연구」, 제23권1호(2013), p. 60.

30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0.1.

31 Nigel Blackaby, Constantine Partasides QC, Alan Redfern, Martin Hunter,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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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추가 청구는 별도로 

개시하는 중재 절차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하다.32 한편, WTO상소심의 cross-appeal

은 상소장 제출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5일 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33 따라서 WTO상소절

차에 대한 중재 합의시 cross-appeal에 상

응하는 반대신청에 관한 합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중재인의 선정

상소장이 제출되면 WTO상소심의 경우 

상소기구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7인의 상소

기구 위원 중 3인을 선정한다. 일반적인 중

재의 경우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들 간의 합

의를 바탕으로 정해지지만, 많은 사건에서 3

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선택되고 있다. 

이는 WTO상소심과 동일한 구조로 쉽게 구

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에 관한 기준이 중재합의에 명

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상사중재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규칙에 따라 특정 중재기관이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된

다. 그러나 DSU 제21.3조(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의 Remark 12는 “사안을 

중재에 회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당사국과 협의한 후 10일 이내

에 중재인을 임명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

으므로, WTO상소 중재합의시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으로 하여금 중재인 3

인을 선정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

다.34 

또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자

격기준에 관한 합의도 필요해 보인다. 예컨

대, DSU 제17.3조(상소심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소기구는 법률, 국제무역 및 대상협

정 전반의 주제에 대하여 입증된 전문지식을 

갖춘 인정된 권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

소기구위원은 패널 위원과는 달리 그 어떤 

정부와도 연관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DSU 제25조를 통한 중재를 진행할 경우에

도 상기와 같은 자격기준이 중재인 선정시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전체 일정의 조기 확정 및 절차명령에 

따른 진행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초기 

단계에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일정을 미리 정해두고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WTO상소심의 경우 상소개

시에 따라 해당 위원들은 의장 및 사무총장

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문서 제출시한, 구두

심리 날짜 등을 정한 일정(working sched-

ule)을 작성하고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는

데,35 이는 중재의 절차명령과 유사한 형태

를 가지고 있다. 다만, 중재절차와는 달리 이

Arbitration (Oxford Law, 2015), p. 383.

32 김갑유·임수현·김홍중·김준우 외, 상게서, p. 187.

33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3.1.

34 US – Section 110(5) Copyright Act (Article 25) 사건에서 관련당사국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 설치에 합의하
였고, 3인의 중재인으로 원패널의 패널위원들이 초기에 지명되었지만, 그 중 2인이 본 건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WTO 사무총장이 중재인선정의 절차에 따라 다른 2명의 중재인을 지명한 바 있다. 손태우, 전게논문,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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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절차 일정은 상소기구 사무국에 정해진 

날짜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모든 상소관

련국(즉, 분쟁당사국 및 제3국)에게 통보되

어야 하므로,36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5) 문서제출절차 및 주장서면 제출

국제중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document production)가 빈번히 이

용되며 문서의 범위도 한정되지 않고, 해당 

중재에서 주장된 제반 사실관계에 관련된 거

의 모든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패널이나 상소기구에 제출되는 

서면입장은 비밀로서 취급되나 분쟁 당사자

는 각국 입장에 관한 진술을 공개할 수 있

다.37 

한편,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패널이나 상

소기구에 제출한 정보로서 비밀이라고 지정

한 경우 이를 비밀로 취급해야 하여 당사국 간

에도 기밀정보들이 포함된 BPI(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38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국은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서면입장에 포함된 

공개 가능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39 사실상 보고서가 공개되

면 대부분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

다.40 관련 회원국은 분쟁 관련 모든 정보를 

상호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재의 경우에도 문서제출절차를 통해 쟁

점과 관련되어 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의 현출을 상호 요청할 수 있지만 

영업기밀과 같은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는 경

우 문서제출 당사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하

거나 보호명령 등을 통해 요청된 문서의 일

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41 이는 WTO

상소심에서의 문서제출 절차와 매우 유사한 

절차이므로, 문서제출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중재를 통한 상소심의 구현이 대체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상 국제중재의 경우 심리기일 전 양 

당사자가 2차례씩 주장서면을 제출하는 것

이 보통이다. 물론 구체적인 서면 제출방식

은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달

리 정해질 수 있다. 한편, WTO상소심에서

는 상소국이 상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상소

기구 사무국과 관련 분쟁당사국들에게는 서

면입장과 그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42 이때 

피상소국과 제3국은 상소장 제출 후 각 18

일,43 21일44 이내에 서면입장을 사무국과 

35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6.

36 Ibid., Article 18.

37 DSU, Article 18.2.

38 WTO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에서는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타협정 관련 사안의 경우 DSU상에서 
기밀정보 공개 여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DSU가 자체적으로 기밀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어 보이며 
논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이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tidumping), Article 6.5.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12.4.

39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tidumping), Article 6.5.1.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12.4.1.

40 김봉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대외적 투명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3호(2016), p. 5.

41 김갑유·임수현·김홍중·김준우 외, 상게서, pp. 29-30.

42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1.1.

43 Ibid., Article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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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국들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당사국

이 시한 내 서면입장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구두심리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소

가 기각될 수도 있다. 상소심은 대체로 2차

례 주장서면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상소장 

제출 후 18일 이내에 송달해야 하는 등45 기

한이 상당히 촉박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장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주장서면

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상소장이 제출된 후 WTO 사무총장

은 패널절차에서 진행된 관련 전체 기록을 상

소기구로 송부해야 한다.46 DSU 제25에 따른 

중재의 원활한 상소심 구현을 위해서는 해당 

분쟁건 패널단계에서의 전체 기록에 대한 접

근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WTO 사

무총장이 특정 중재기관 또는 중재판정부 등

에 패널단계 기록을 전달한다는 합의가 사전

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제3자 참여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양자간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소심의 제3자 참여 기

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분쟁당사국이 아

닌 다른 회원국은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중재절차의 당사

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에서,47 제3국의 참여 가능성이 이미 고려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8 실제로 국제투자

중재 절차의 경우 법정조언자(amicus curi-

ae)의49 형태, 즉 제3의 국가 내지 단체·사

인 등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쟁점

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절차가 빈번히 사용

되고 있다.50 따라서 DSU 제25조에 의한 중

재절차에서의 제3자 참여도 합의를 통해 이

러한 법정조언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7) 심리기일 및 전문가 증인

중재의 경우 보통 5~10일 정도의 기간 동

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심리기일을 단 한번 

개최한다. WTO 분쟁에서 심리기일의 핵심은 

구두변론과 상소기구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WTO상소심의 경우에도 상소장 제출 30일 

44 Ibid., Article 24.1.

45 Ibid., Article 23.4.

46 Ibid., Article 25. 관련 기록에는 (1) 분쟁 당사자들 및 제3자가 제출한 주장서면, 반박서면 및 근거 자료, (2) 분쟁당사자와 
제3자와의 패널회의에서 제출된 주장서면, 해당 패널회의의 기록 및 관련 서면답변, (3) 패널 또는 WTO 사무국과 분쟁당사국 
또는 제3자간의 패널 분쟁과 관련된 서신, (4) 패널에 제출된 기타 문서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47 Ibid., Article 25.3

48 손태우, 전게논문, pp. 16-17. 한편, 패널판정 이행단계에서의 중재, 즉 DSU 제22조에서의 중재에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조항이 
없어 개별중재사례에 따라 해석된 바 있다. EC -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DS27)에 
대한 DSU 제22조 중재사건에서 중재인은 DSU 제22조에는 제3자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로 참여를 요청했던 에콰도
르의 주장을 거절하였다. 반면, EC -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DS48)에 대한 DSU 
제22조 중재사건에서 중재인은 DSU 제22조에는 비록 제3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중재인은 이러한 절차적 쟁점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고 제3국이 중재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3자로써 중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본고는 WTO상소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DSU 제25조상의 중재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49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판정부에 의견 등을 제출하는 제3자를 뜻한다.

50 Eugenia Levine, “Amicus Curia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The Implications of an Increase in 
Third-Party Participation”, 29 Berkeley J. Int'l Law(2011)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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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45일 후에 구두심리가 개최되는데,51 패

널절차에 비하여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있으

며 모든 사건이 그 방식에 따른다.52 우선, 상

소국이 먼저 구두진술을 하고, 이후 피상소국

이 구두진술을 한다.53 상소절차는 법률심으

로 당연히 상소대상은 ‘패널보고서에 포함된 

법적 쟁점 및 패널의 법해석’에 국한되기 때문

에 패널절차에 비하여 구두진술은 상대적으

로 짧다.54 구체적인 기간 혹은 횟수가 협정에 

명시된 바는 없어 상세한 내용은 기존 상소심

의 일반적인 진행방식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재는 심리기일 동안 모든 증인들에 대한 

순차적인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적이다. 전문가 증인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가 증인을 쌍방이 각

자 선임하여 순차적으로 반대신문을 거친 

후, 경우에 따라서는 한 자리에서 동시에 반

대신문을 하며 전문가간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소위 “hot tubbing”방식)도 많다. 그러

나 WTO 패널이나 상소절차에서 증인신문

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55 사실

관계에 관한 전문가 증인의 증언이 상소심에

서 이루어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고, WTO상소 중재절차에서는 법률에 관한 

전문가 증인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반적인 상소절차에서는 법률전문가에 한

하여 상소기구의 직권을 통한 전문가의 선임

과 그에 따른 조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각자 전문가를 선임하여 반

대신문을 진행하는 중재절차와는 다른 형식

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WTO상소절차에 

근접한 증언 방식을 그대로 구현해 내기 위

해서는 법률 전문가 증인에 관한 기존 중재

절차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소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8) 판정

중재는 판정 선고 절차 없이 바로 판정문 

송달이 이루어지며, 이는 WTO상소심과도 

유사하다. 보고서를 회원국에게 배포한 후 

30일 이내에 DSB는 총의로 동 보고서를 채

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채택하여 분쟁당사자는 동 보고서를 무조건 

수락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리없이 구현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9) 중재합의의 범위와 요소

중재는 관련 분쟁당사국이 중재를 통해 분

쟁을 해결하려고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

기 때문에 분쟁당사국의 중재합의에는 중재

회부, 중재절차에 대한 사전합의 및 중재판

정의 존중 등에 관한 중재합의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56 DSU 제25.2조 역시 

51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7.1.

52 장승화,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WTO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제55권 
제2호(2014), p.175.

53 Ibid.

54 Ibid.

55 Ibid. DSU 절차에도 부록4에 따른 전문가 검토단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 검토단은 패널의 권한아래 있으며 
패널에 보고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상소절차의 경우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56 손태우, 전게논문,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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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회부는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르며, 

이 경우 당사자는 따라야 할 절차에 합의하

고, 이러한 합의사항은 중재절차가 실제로 

개시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회원

국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

기서 중재합의의 범위란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종류 및 범위를 의미한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DSU 제17.6조에서 상소

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

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만 국한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중재합의 범위 또한 해당 

분쟁의 패널 판결을 다루는 법률심에 국한된

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재합의에 포함되는 다른 요소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회부의사, 중재절차

에 사용하는 언어, 준거법 등이 있는데, 이러

한 사항들 역시 모두 DSU상의 규정에 따라 

합의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재언어는 중

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를 일컫는바, 기존 

WTO의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

인어로 이를 사전 합의를 통해 규정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패널단계에

서 사용된 언어와 일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

므로, 패널단계에서 사용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국제중재상의 준거법 확정은 상당히 복잡

하고 어려운 문제이나, WTO상소심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미 DSU 제1.1조

가 WTO협정 및 양해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

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관련 분쟁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제1.2조는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는 이 양

해의 부록 257에 명시된 대상협정에 포함된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SU 제

57 부록1(이 양해의 대상이 되는 협정):
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
나. 다자간무역협정
부속서 1 가 : 상품무역에관한다자간협정
부속서 1 나 :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부속서 1 다 :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부속서 2 :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
다. 복수국간무역협정
부속서 4 : 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 정부조달에관한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유협정
복수국간무역협정에 대한 이 양해의 적용가능성은 부록2에 포함되는 모든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또는 절차를 포함하여 이 
양해가 개별협정에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는 각 협정 회원국의 결정으로서 분쟁해결기구에 통지되는 결정의 채택에 따른다.
부록2(대상협정에 포함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 제11조제2항 관한협정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제2조제14항 및 제21항, 제4조제14항, 제5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 제6조9항부터 제11항까지, 제8조제
1항부터 제12항까지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부속서 2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협정 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협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부속서 2의 제2항 바호, 제3항, 제9항 및 제21항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제6조제6항, 제7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제8조제5항 주석35, 
제24조제14항, 제27조제7항 부속서 5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
금융서비스에관한부속서 제4항
항공운송서비스에관한부속서 제4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을위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특정분쟁해결절차에관한결정
이 부록상의 규칙 및 절차의 목록에는 그 규정의 일부만이 문맥상 적절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포함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이나 절차로서 각 협정의 관할 기구에 의하여 결정되고 분쟁해결기구에 
통보된 규칙 또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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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절차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이들 조항

을 그대로 인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

편, 상소기구는 대체적으로 비(非)WTO협정

이 WTO협정상의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는 역할은 할 수 없지만 WTO협정을 

해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58 비WTO 협정의 역할 여

부에 관해서도 합의를 통해 규정하는 것 또

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 중재절차의 비공개성

상소기구의 심의과정은 공개되지 않으며 

상소기구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 및 행하여진 

진술내용에 비추어 분쟁당사자의 참석없이 

작성된다.59 또한, 상소기구 보고서에 표명된 

개별상소기구위원의 견해는 익명으로 작성되

기 때문에60 비공개성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

하다. 중재 절차에서는 별도로 합의가 없는 이

상, 당사자들이 해당 절차를 당연히 비공개로 

합의하였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61 따라

서 DSU 제25조에 의한 중재절차에서도 익명

성과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구체

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1) 중재판정부의 권한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권한과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은 중재판정부의 가장 주요한 권

한이다.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 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 내

용에 관한 결정의 방식은 각 중재기관이 정

한 규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WTO상소심을 중재를 통해 구현시키고자 

하는 경우, 상소심은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

진 법률 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되어야 하며,62 상소기구는 분쟁해결기

구 의장 및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업

절차(Working Schedule)를 작성하여야 한

다. 이때 그러한 작업절차는 회원국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되어야 한다.63 또한, 상소기

구는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

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고,64 조치가 대

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며 관련 회원국이 권고

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

다.65 한편, 상소기구는 자신의 조사결과와 

권고에서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확대할 수도, 축소할 수도 없다.66 따라서 

DSU 제25조 중재를 위해 구성된 중재판정

부 권한 또한 위와 같은 기준에 합치되도록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그리고 WTO상소기구의 판단은 

구체적인 수정조치를 제시할 수 없고 문제가 

되는 조치가 협정위반이라는 사실만 지적할 

58 Ibid.

59 DSU, Article 17.10.

60 Ibid., Article 17.11.

61 김갑유·임수현·김홍중·김준우 외, 상게서, pp. 116-117.

62 Ibid., Article 17.6.

63 Ibid., Article 17.9.

64 Ibid., Article 17.13.

65 Ibid., Article 19.1.

66 Ibid., Article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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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DSU 제25조 중재판정부 

또한 동일한 범위로 그 권한을 한정시켜야 

할 것이다. 

1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가 복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 대부분 다수결에 의해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이 대립될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경우 특정 중재인이 다수 의견과 다른 견해

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별의견(예컨대, dis-

senting opinion이나 concurring opin-

ion)을 다수 의견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WTO상소절차에서 상소위원들이 그러

한 개별의견(예컨대, dissenting opinion 

등)을 내릴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총의에 따라 판정을 내릴 것을 

장려하지만, 총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67 이에 

따라, 기존 상소심과 같이 되도록 총의로 판

정을 내리되,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

에 따르도록 중재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판

정시한을 합의를 통해 특정하기는 쉽지 않

다. 예컨대, ICC 중재규칙의 경우 최종서면

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

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속한 판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판정시한이 준수되지 않더라도 절차

적인 하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반면, 일반

적으로 WTO상소절차는 상소결정을 공식적

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고서를 

배포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소요 기간을 DSB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90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68 따라서 DSU 25조

에 따른 중재를 진행할 경우에도 분쟁 판결 

기한을 상기 규정에 합치하도록 사전에 합의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3) 중재판정문의 구성

중재판정문에는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의 

명칭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및 중재판정

부에 관한 정보, 작성일자와 중재지, 중재인

의 서명, 중재합의와 준거법, 절차진행에 관

한 사항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

한 판단 및 판정의 근거, 반대의견, 주문 등

이 포함된다. 한편, WTO상소기구 보고서는 

해당분쟁 명칭 및 사건번호, 절차진행에 관

한 사항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

한 판단 및 판정의 근거, 패널의 판단, 패널 

판단의 검토, 판정 결과, 권고사항 등이 포함

된다. 따라서 중재판정문의 형식은 상소보고

서의 형식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중

재판정부는 주문을 통해 신청취지의 범위 내

에서 금전의 지급, 특정 행위의 이행 또는 

금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 계약의 수

정, 이자의 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중재비용

의 부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

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소심

67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3.2.

68 DSU, Article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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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고와 판정에서는 구체적인 수정조치를 

제시하지 않고 해당 조치가 협정위반임을 지

적하고 협정에 합치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

적인 구제수단(청구취지)에 관한 주문과 그 

형식은 중재판정부의 권한 및 중재가능성 등

에 관한 협의를 통해 사전 합의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WTO에서 확정된 상소보고서는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DSB에

서 공식 채택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문이 효력을 갖게 되

는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69 

2. 소결

기존 중재기관을 중심으로 성립되어 있는 

일반적인 국제중재절차는 현재 마비되어 있

는 WTO상소심 절차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

기는 제도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WTO체제의 경우 

모든 분쟁절차를 중재제도와 같이 합의를 통

해 진행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다

만, 일반적인 중재절차와 상소절차 간 유사

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는바, 기존 중재규

칙 및 이에 관한 합의 조항 등을 일부 보완

하는 방법을 통해 상소절차를 구현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중재

절차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중재절차라

도 상소절차 진행에 불필요한 절차는 합의를 

통해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DSU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절차

는 분쟁해결의 대체적 수단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70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재제도는 상소심을 

대체하여 효율적으로 분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실제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많은 회원국들은 중재를 ‘분쟁 해결의 효과

적인 수단’, ‘통상 정책에서의 유용한 도구’, 

GATT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되어 당사자들

이 분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분쟁 해결 촉진’이라고 설명

한바 있다.71

Ⅳ. 중재절차를 통한 WTO 
상소기구 대체 사례

1. 다자간임시상소중재약정(MPIA)에 

따른 WTO 상소절차 구현

EU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자 제 기능

을 회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소심을 대신

할 제도로서 다자간임시상소중재약정(Multi- 

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

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 이하 “MPIA”)72를 주도하여 추진하였

69 장승화, 전게논문, p.177.

70 US – Certain EC Products 케이스의 패널 리포트에 따르면, 패널은 “비록 패널(및 상소기구)이 WTO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DSU 25조는 WTO 관련 분쟁을 심판하는 수단으로서 중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5.4조는 
이러한 중재 결과에 대해 DSU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조치의 호환성에 대한 WTO의 평가가 
WTO 분쟁해결 절차의 하나로 제25조 중재로 결정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 있다. WTO Analytical Index, “DSU-Article 
25 (Jurisprudence)”. 

71 David Jacyk, “The Integration of Article 25 Arbitra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ustralian International Law Journal(2008), pp.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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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WTO상소심을 대체할 목적으로 출

범한 첫 임시상소중재로써 본고의 DSU 제25

조 국제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어 이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MPIA의 주요 제도적 특성을 기술한다. 

MPIA 참여 회원국간의 분쟁은 일반적인 

WTO상소절차를 대신하여 WTO DSU 제

25조(중재)에 따른 상소중재로 회부할 수 있

다.73 즉, 상소심을 WTO 상소기구가 아닌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에 회부하고, 

이때 필요한 중재합의는 MPIA를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기존의 상소

심과 다를 것이 없다며 MPIA에 대해 공식적

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74 

MPIA는 현행 WTO 상소 절차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우려사항을 반영하

기 위해 기존 상소제도에는 없던 새로운 요소

를 일부 포함시켰다. 특히 DSU에서 명시하고 

있는 ‘90일 심리기한’을 보다 확실히 준수하

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75 최근 상소사건에서 사건의 복잡

성 등의 이유로 90일 심리기한을 도과하는 경

우가 잦아졌고 이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 미

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MPIA는 제도적 장치로서 (1) 중재판정부의 

90일 심리기한은 오로지 당사국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쟁

당사국들의 동의 없이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고, (2) 중재자들이 90일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절차적 수단으로서 적절한 관리조

치(appropriate organizational meas-

ures)를 규정하고, (3) 일부 위반청구 철회와 

같은 ‘실체적 조치(substantive measures)’

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4) 중재인들이 분

쟁해결에 필요한 문제만을 다루도록 규정하

였다.76

MPIA는 관련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본문’,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규칙(임시

상소중재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부속서 1’, 

중재인 명부의 구성 및 중재인 선정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부속서 2’의 총 3개 부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 MPIA 관련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본문’,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규칙(임시상소중재절차)가 기재되어 있

는 ‘부속서 1’, 중재인 명부의 구성 및 중재

인 선정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부속서 2’가 

포함되어 있다.전술한 바와 같이 MPIA는 기

존 상소심의 절차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규정

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절차의 문

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 또한 

있으므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MPIA DSB 통보 본문

먼저 MPIA의 목적은 ‘법적 구속력 및 패

72 2020년 4월 30일 MPIA가 WTO DSB에 통보된 이래 현재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홍콩, 아이슬란드, 멕시코, 니카라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위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 21개 
회원국이 이 약정에 참여하고 있다.

73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 
Article 1.

74 European Parliament,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WTO Appellate Body crisis and the multiparty 
interim appeal arrangement”,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Briefing(2021), p. 1.

75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 
Article 12.

76 Ibid., Article 1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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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상소심

을 통한 2단계 분쟁해결 절차와 같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필수원칙과 특징을 보전하

고, 그로써 WTO 협정에서 회원국의 권리의

무를 보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DSU 제25

조에 근거한 비상조치를 취함’에 있다고 명

시하고 있다.77 

MPIA와 WTO상소심 규칙은 상당 부분 

유사성을 띄고 있다. 우선, MPIA에 따른 중

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참여 회원국들은 해

당 회원국간 통상분쟁에 대해 DSU 제16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른 상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적용의 상호배타성을 나타내고 

있다.78 하지만, 중재절차는 상소심 절차의 

절차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독립성과 

공정성 등 상소심리의 핵심적인 특징을 그대

로 유지하기 위해 DSU 제17조에 따른 상소

심리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 기초하고 있

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79 상소심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점을 함의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규칙을 살펴보면, MPIA에 

따르면 10명의 상설 상소중재인 명부(pool)

에서 선정된 3인의 상소중재인이 상소를 심

리하며 이러한 명부는 MPIA 참여국들이 

MPIA DSB 통보 부속서 2에 기초하여 구성

된다.80 또한, 이러한 중재인 명부의 중재인

들은 법률, 국제무역 및 WTO 협정 전반의 

주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인정된 권위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81 무엇보다 중재인은 

어느 정부와도 연관되지 아니하고, 직간접적

인 이해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의 심

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82 명시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기존 WTO상소심의 규정

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는 제6항에 따라 10

명의 상설 상소중재자 명부에서 3인의 상소

중재인을 윤번(principle of rotation)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특정 분쟁에서의 중재인 

선정은 기존 상소심 재판부와 동일한 원칙 

및 방식(무작위 추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

고, 이후 WTO사무총장이 선정위원들을 당

사국들에게 통지한다.83 한편, 중재인 명부 

구성원들은 제5항 협력(collegiality)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해석, 실행, 절차에 관한 문제를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84 

이 또한 기존 WTO상소심에서 기반한 것으

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룬다.

2) 부속서 1 

부속서 1은 일련의 중재규칙을 마련하고 

있어 본고의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를 진

77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 
Article 1.

78 Ibid., Article 2.

79 Ibid., Article 3.

80 Ibid., Article 4. 만약 명부가 구성되지 않은 시점에 특정 분쟁 건을 담당할 중재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중재인 선정 절차를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명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두고 있다.

81 Ibid.

82 Ibid.

83 Ibid., Article 6.

84 Ibid., Artic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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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MPIA에 참여하는 분쟁당사국들은 상소중재

를 개시하기 위해 DSU 제25조 제2항에 따

라 상호간에 합의해야 한다고85 명확히 명시

하고 있어 분쟁당사자가 상호 합의할 경우에

만 활용이 가능한 중재의 특징을 다시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MPIA는 상소중재 개시와 관련하여 

명확한 일정을 명시해두고 있다. 당사국들에 

최종 패널보고서가 발급된 이후, 나머지 

WTO 회원국들에 최종 패널보고서가 회람

될 예정인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일방 당사

국은 MPIA 합의절차에 따른 중재를 개시할 

목적으로 패널 절차 정지를 요청해야 하

고,86 중재는 패널절차 정지로부터 20일 이

내에 WTO 사무국에 상소통지를 제출함으

로써 개시된다.87 MPIA에 참여하는 분쟁당

사국간에 상소중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는 해당 분쟁당사국들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

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패널보고서가 

DSB에서 채택될 수 있다.88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중재인은 10인의 

상설 상소중재인 명부로부터 선정된 3인으

로 구성되며, 동일 회원국 국적의 2인은 한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89 또한, 중재인들은 

해당 상소중재 재판부의 재판장을 선출하며, 

중재인들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총의

(consensus)에 의한다.90 만약 총의에 이르

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표결에 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WTO상

소규정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91 중재인 

명부 구성원들의 협력 원칙에 따라 특정 상

소 건을 심리하는 3인의 중재인들은 자신의 

결정에 관해 중재자 명부상의 다른 7인 중재

인들과 논의할 수 있다.92 이 또한 기존 

WTO상소규정과도 일맥상통하는 규정으로 

WTO상소심은 상소기구 기능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상소기구 위원들이 매 

상소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받

을 수 있고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에 앞서 서

로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93 또한, MPIA는 중재인 명부상의 모든 

구성원들은 상소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공 

받으며,94 상소중재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

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권한범위를 다시금 강조

하고 있다.95 중재인들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이상으로 상소가 제기된 논점을 검토할 수 

없으며 오로지 분쟁해결에 필요한 문제만을 

다루어야 한다.96

한편, 기존 WTO상소심에서 더 나아가 

MPIA에서는 중재인들은 상소통지 접수 후 

85 Ibid. ANNEX 1. Article 1.

86 Ibid., Article 4.

87 Ibid., Article 5.

88 Ibid., Article 6.

89 Ibid., Article 7.

90 Ibid.

91 Ibid.

92 Ibid., Article 8.

93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4.1.

94 Ibid.

95 Ibid., Article 9.

96 Ibid., Artic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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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발급해야 하고 이

를 위해 중재인들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관리조치(organization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

다.97 예컨대, 판정문 분량(페이지 수) 제한,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기한 제한, 마감일, 요

구되는 심리 길이 및 횟수 제한에 관한 결정 

등이 관리조치에 포함되었다.98 또한 90일 

기한 내에 판정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 중재인은 DSU 제11조(사실문제에 대한 

패널의 객관적 평가 의무) 관련 청구를 심리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실체적 조치(sub-

stantive measures)’를99 당사국들에 제안

할 수 있도록 하여 기한의 엄격한 준수를 요

구하고 있다.100 상기와 같은 중재인들의 제

안이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중재판정 발급

을 위한 90일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101

기존 WTO상소심은 상소보고서가 회람된 

이후 DSB에 채택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

다. 하지만, MPIA에 따른 상소중재 판정은 

DSB 및 관련 WTO 협정 이사회 또는 위원

회에 통보는 되지만 채택되지는 않는 점을 

명시하였는데,102 이는 중재판정 그 자체로

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DSB에서 채택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기능을 잃은 

WTO 상소기구를 대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부속서 2

부속서 2는 중재인 명부의 구성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MPIA DSB 통보 

회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여 회원국이 1

인을 중재인 후보로 지명할 수 있음을 명시

하고 있다.103 중재자는 고도의 전문성, 객관

성, 공평성에 기초하여 선별되며, 후보 지명

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선정위

원회(WTO 사무총장, 분쟁해결기구 의장, 

상품·서비스·무역관련지식재산권 이사회 의

장, 일반이사회 의장)에서 사전선별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한다.104 이후 기준에 충

족하는 후보를 참여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참여 회원국들은 총의로 중재인 명부를 구성

하고,105 참여 회원국들은 중재자 명부 구성 

2년 이후부터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모든 참여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정

기적으로 중재인 명부의 일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106

2. 기존 국제중재기관의 활용

WTO 상소절차를 중재절차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절차적 특성으로 인해 기

존 기관중재절차 또는 기관 중재규칙을 그대

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MPIA

의 경우와 같이, WTO상소절차와 중재절차 

97 Ibid., Article 12.

98 Ibid.

99 단, 실체적 조치에 관한 중재인들의 제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동의 여부는 당사국에 달려 있다. 중재인들이 제안한 
실체적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사건의 심리나 해당 당사국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Ibid., Footnote 9.

100 Ibid., Article 13.

101 Ibid., Article 14.

102 Ibid., Article 15.

103 Ibid., ANNEX 2, Article 1-2.

104 Ibid., Article 2-3.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DSU 제25조 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137

일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WTO 상소절

차에 적합한 새로운 중재절차 및 중재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중

재절차의 원활한 행정 업무 내지 절차진행 

등의 지원을 받는 정도로 중재기관이 제한적

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중재기관 중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이하 

“PCA”)의 경우, 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해 오

랜 기간 동안 이용되어 온 기관이고 1996년 

이후 35개의 국가간 분쟁해결을 진행해 왔

으며 매년 1개 내지는 2개의 국가간 분쟁을 

다룰 정도로 활발한 기관이다. 또한, 투자에

만 국한된 분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역

협정 또는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분

쟁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DSU 제25조상에 

따른 분쟁해결에도 나름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역할에는 

중재인 선정권자(designating authority)로

서의 기능, 중재통지 및 사건 기록의 송달, 

보관. 관리 등의 업무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PCA의 사무국장(Secretariat)은 

여러 사건에서 중재인 선정권자(appointing 

authority) 역할을 한다. 한편, WTO 상소

심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선

정권자 역할은 PCA의 사무국장이 아닌 

WTO 사무총장 혹은 사무국에 있도록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중재 관리 경험으로 당사자간 이해 조

정 및 조율에도 능하기 때문에, 중재인 선정

에 있어 기존 WTO상소기구의 역할에 불만

이 있는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만, PCA는 기본적으로 중립성을 중시

하는 분쟁해결기관이고, 당사자들의 자치적

인 분쟁해결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DSU 제

25조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 중재합의 내지 중재규칙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선제

적인 행동은 일부 국가들의 반발이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칫 WTO분쟁해결절차와 대

립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DSU 제25조에 

의해 진행되는 중재는 결국 상소기구를 대체

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상소기

구의 기능이 얼마만큼 잘 구현될 수 있는지

가 가장 핵심적인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지금까지 DSU 제25조에 의하여 진행

된 사건은 숫자도 매우 적을뿐더러, 실제로 

상소기구를 대신하여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분쟁의 일부 사안을 결정하는 용도로 활용되

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는 

유연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여겨지는 만큼 상소기구를 대

체할 방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DSU 제25조에 의한 중재는 현재 

상소기구를 대신하기 위한 중재로서 어떠한 

효용을 가지는지에 관하여서는 확실한 답변

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WTO상소심

105 Ibid., Article 4.

106 Ibid.,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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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제중재절차의 상호비교를 통해 상소절

차 구현시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불필요한 중재절차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보다 현실적인 구현 가능성 및 한

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MPIA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부 기

존의 상소절차를 보완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

련하였지만, 미국은 이마저도 기존 상소절차

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MPIA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미

국과의 분쟁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게는 실효

성이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DSU 

제25조에 따른 단일화된 중재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WTO 분쟁해

결제도의 취지는 그대로 존중하되 당사국간 

합의를 통하여 보다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중재합의를 체결한다면 중재를 통한 상

소심 절차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

다. 예컨대, 상소심 절차 기한 준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여 왔고,107 이것

이 미국이 MPIA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 하

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상대로 

DSU 제25조 중재합의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소심 기한을 비롯한 여러 중재 절차에 관

하여 절차적 타협점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WTO 상소심 체제를 목적과 취지

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상소심 당사국 모두

의 입장을 반영하여 중재합의를 체결하는 것

은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DSU 제25조상 중재에 따른 

핵심적인 상소심 절차를 구현하는 것은 얼마

든지 가능해 보이므로, 중재절차를 통한 상

소심을 모색하는 양 당사국은 개별적인 협상

을 통해 구체적인 중재합의를 체결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WTO 패널결정에 대한 

상소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쟁 당사국의 의

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의를 통해 각 당사

국이 기존 WTO상소심 절차에서 반드시 구

현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

적인 파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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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decades, controversy has been growing over the judicial authority of the WTO's 

appellate body. Many member states have maintained starkly different views on the authority 

from the outset of the WTO. This culminated with the US government's boycott, which 

voiced the most substantial criticism against the WTO Appellate Body ("AB"), refusing to 

appoint new AB members. Since December 2019, when the terms of all members expired, 

the AB has remained inoperative to date. This paralysis sparked discussion among many 

member states on the alternative mechanism to revitalize the appellate procedures for 

pending WTO disputes. Under these circumstances, conducting appeals through arbitration, as 

envisioned in Article 25 of the DSU, draw keen attention from those left with unsatisfactory 

panel reports. Given the flexible nature of arbitration, parties appealing a panel report may 

create an arbitration agreement modeling the current AB procedures set out in the DSU. 

Otherwise, multiple member states could hammer out a mult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25, substantiating all procedures required to de facto revive the AB's 

appellate procedures. Indeed, 21 WTO member states, including most European countries, 

recently prepared such a mult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e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 adopting the key features of the AB procedures. 

Nonetheless, to date, no single case has invoked Article 25 to pursue an appellate proceeding 

for a WTO dispute since the paralysis of the AB. 

Based on the above, this paper examines the details of the arbitral proceedings to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pursuant to Article 25. To this end, the paper reviews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ompared to the general international arbitral procedures. This 

comparative study then leads to an in-depth analysis of the feasibility of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option to the AB procedures. In this connection, a case study of the MPIA also 

follows. In closing, this paper offers a policy suggestion to resolve the current stalemate on 

the discussion on Article 25.

Keywords :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System, Appellate Body, Arbitration, 

DSU Artic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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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및 역사적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 과제이며 

그 과정에서 남북한교역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FTA

에 포함되어 있는 역외가공조항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거의 모든 FTA에 개성공단과 그 외 

역외 공업지구의 운영과 이를 활용한 수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당 조항을 

도입해왔는데 그 형태가 다양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FTA내 역외가공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분류

별 한계점들을 확인한다. 나아가 미래 개성공단의 재개와 확대를 고려하여 미래 신규 협정에서의 역외가공조

항 도입 방식과 기존 규범들의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하고 정책적 시사점 또한 모색한다.

주제어 남북한교역, 자유무역협정(FTA), 역외가공조항, 개성공단,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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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반적으로 무역(貿易)과 통상(通商)은 유

사한 표현으로 인식되어 혼용(混用)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정의 상 비교적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안덕근(2021)의 설명

처럼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일부 원서에서 국

제통상을 영문으로 international com-

merce라고 표기하고 국제무역은 여전히 in-

ternational trade로 번역하면서도 통상과 

무역 사이에 어휘적 차이를 구분 짓는 관행도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1 예를 들어 이정

세·손상기(2021)는 전자에 대해 한 국가의 

상품을 타 국가로 매매나 교환하는 활동이라

고 정의 내리며 international trade라고 설

명했고, 후자에 대해서는 무역과 연관되어 국

가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법·제도, 사회·정

치·외교 등 비경제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

룰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며 international 

commerce라고 부연했다.2 이는 앞서 박종

수(2007)가 무역정책은 trade policy로 통

상정책은 trade and commerce policy로 

서술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

다.3 

결론적으로 무역이 보다 경제친화적인 용

어라면 통상은 경제를 포함하여 정치·외교·

협상 등 사회친화적 요소들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제 국내 학과나 전공 운영 과정 초기에는 

무역학, 국제경제학이 주요 관련 분야로 인

정되었던 사실,4 그러나 최광의(最廣義)의 개

념으로 볼 때 통상은 그 학문적 대상 및 범

위로써 국제무역, 국제금융, 국제투자와 같

은 경제학적 내용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국

제정치경제, 국제법, 국제통상규범, 국제지

역학, 국제정치외교, 국제협상 등까지도 폭

넓게 아우른다는 점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5 

무역과 통상의 의미와 해석이 다른 것과 

같이 무역정책과 통상정책 사이에도 유의미

한 차이가 존재한다. 무역의 정의에 따라 무

역정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측면

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테면 국내

산업의 보호나 국제수지의 개선, 국내고용의 

증대와 국내물가 안정, 경제성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제적 후생수준 향상 등이 대

표적이다.6 반면, 통상정책은 그보다 넓은 

범위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는데 정영진·이재민(2012)이 인용한 존 스

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지적 및 도

덕적 효과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중략) 경제

1 안덕근, “국제통상 연구의 학제적·융합적 발전”, 박철희(편), 「한국의 현 주소와 국제학·지역학의 심화」(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p.160. 본 고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명시했는데 다음과 같다: 실제로 영어권에서도 Commerce라는 
표현은 드문데, 예를 들어 수많은 교재들이 International Trade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데 반해 International Commerce라는 
제목의 교재는 아마존에서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국제무역론 분야의 선도적 학자들인 Kyle Bagwell과 Robert 
Staiger가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Vol 1A & 1B (2017, North Holland)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4 (eds. by G. Gopinarth, E. Helpman, & K. Rogoff, 2014, North Holland)와는 별도로 
GATT, WTO, FTA 등 주제를 다루는 첨단 연구들을 집대성한 책을 출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이러한 주제들이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 또는 무역정책(trade policy)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대학원 수준의 무역론 교재로 흔히 사용되는 
『Lectures on International Trade』(1983)나 『Advanced International Trade』(2016) 등이나 최신 연구를 편찬한 『The 
World Trade System: Trends and Challenges』(2016)에서도 International Commerce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정세·손상기, 「국제통상학의 이해」(정독, 2021), pp.5-7.

3 박종수, 「국제통상정책」(백산출판사, 2007), p.21.

4 안덕근, 전게서, p.161.

5 노택환·김진삼·조현정·서민교, 「新국제통상의 이해」(박영사, 2014), pp.18-19.

6 이정세·손상기, 전게서,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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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를 상회한다”고 한 부분이나7 어윈

(2009)이 다음과 같이 기술한 부분에서 이를 

연계시켜 파악할 수 있다.

(중략)무역이 국가 간 평화를 증진한다는 생각은 오

래전부터 있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와 19세

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했다. 

몽테스키외는 “상호무역을 하는 두 국가는 서로 의

존적이 되기” 때문에 “상업의 자연적 효과는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존 스튜어

트 밀도 이 견해를 지지했다. 즉, “상업은 자연적으

로 전쟁을 싫어하는 개인의 이익을 강화하고 배가하

므로 전쟁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든다. 광범위한 

국제무역과 국제무역의 급속한 증가는 세계 평화를 

보장함으로써, 인류의 생각, 제도 및 특성이 방해받

지 않고 전진하는 데 대한 중요하고도 항구적인 안

전책이다.” (중략)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들은 무역과 

평화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즉,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일부 연구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경제적 

교환이 활성화되면 갈등이 억제된다고 결론을 내린

다.”8

이처럼 통상정책은 경제적·사회적 이익 

모두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데 조영정(2016) 

역시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를 나열하며 전술

한 경제적 목표들과 더불어 안정적인 국제관

계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정치외교 성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9 즉, 통상정책을 통

해 국가의 경제적 후생을 제고시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역상대국과의 관계 또한 우호적

이고 건설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

주의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입법 및 사법기능 

마비로 말미암아10 국가 간 통상마찰이 증가

하고 있고 우리 역시 당면한 현안이 적지 않

아 이러한 통상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다.

경제적 유인 못지않게 정치외교나 국가 관

계에서의 평화라는 통상정책에서의 사회적 

목표설정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규범 중 하나

가 바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서 자주 도입되어 남북

한 교역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외가

공조항(outward processing scheme)이

다. 안덕근·박정준(2014)의 언급처럼 “남북

한 간 교역은 수많은 정치외교적인 난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부분”으로11 비록 지금은 중

단된 상태이지만 그 전까지 남북 경제교류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개성공단에 있어 이 

조항은 가장 중요한 통상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역외가공조항은 흔히 “원산지

를 생산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규정하는 것

에 대한 예외(an exception to the terri-

tory principle)”로써12 이를 잘만 활용하면 

7 정영진·이재민, 「글로벌시대를 위한 신 통상법 및 통상정책」(박영사, 2012), p.10. 본 고에서 인용한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economic benefits of commerce are surpassed in importance by those of its effects which are intellectual 
and moral.

8 더글라스 어윈, 최낙일·최용재(편), 「공격받는 자유무역」(시그마북스, 2012), p.73.

9 조영정, 「무역정책」(박영사, 2016), pp.5-9.

10 WTO는 2001년 다자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를 출범시킨 이후 회원국 간 의견 차, 
보수적인 의사결정방식 등을 이유로 2021년 말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다. 또한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System) 역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AB)에 대한 
위원 연임 및 신규 선임 반대 의사로 인해 상설 7명인 조직이 현재 전원 공석으로 2심의 사법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11 안덕근·박정준, “WTO체제에서의 남북한 교역과 개성공단 관련 통상쟁점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4호(2014),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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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토에 위치한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노

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상품일지라도 최종적

으로는 남한산으로 표시하여 수출 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FTA에서 

활용할 경우 저율관세나 무관세 등 협정 상 

각종 특혜를 요구할 수도 있다.13

대내외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하겠지만 개성공단 재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수단을 스

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특히 경제적 교류

와 제재가 국가 간 관계에 가장 효과적인 정

책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런데 우

리는 이미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제재 사례에

서 이를 학습해온 바 있다. 따라서 비록 공

단이 멈춰 선 지금도 우리가 무역정책이 아

니라 통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개성공단 및 

역외가공조항은 협상과정에서 항상 고려하

고 더 나은 규범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

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에 도입되어 

있는 역외가공조항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먼

저 비교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파악한다. 이

어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존 FTA 조항을 개

정하거나 신규 협정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일별하고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모색한다.

Ⅱ. FTA 역외가공조항의 현황과 
주요 내용 분석

우리나라의 모든 FTA에는 기본적으로 역

외가공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2004년 

발효한 첫 협정인 한-칠레 FTA는 예외이다. 

유독 동 협정에서만 개성공단을 염두에 둔 

역외가공조항이 부재한 것은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협정의 발효와 개성공단의 운영이라

는 두 시점을 비교하면 일부나마 추측이 가

능하다. 2003년 착공한 개성공단에서 처음 

제품을 생산한 것은 2004년 12월인데14 한

-칠레 FTA의 경우 1999년 12월 칠레 산티

아고에서 첫 협상을 시작하여 2002년 타결, 

2003년 서명되고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

다.15 이는 개성공단 운영보다 8개월 여 앞

선 시기이고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협

상 당시 개성공단과 역외가공조항을 고려했

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칠

레 FTA를 제외하고는 2021년 1월 1일 발효

된 가장 최근의 한-영 FTA까지 16개 협정 

모두에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하고 있다.16

이와 같은 FTA 상 역외가공조항은 다음

의 <표1>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는 개성공단 제품만을 한정하

여 남한산으로 인정해주고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인 개성공단 한정 방식과 그 인정 범위

가 지리적으로 더 포괄적인 개성공단 플러스 

12 Norio Komuro, Outward Processing Scheme under FTAs “Domine, Quo Vadi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9), p.9.

13 Ibid.,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본 고에서 설명한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scheme permits the exporting Party to 
manufacture goods using a non-Party’s labour in the midst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claim preferences 
for the final goods to the importing Party. Under the scheme, final goods exported to the importing Party need 
not be manufactured without interruption in the exporting Party’s territory.

14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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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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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발효·서명시기 협정명 협정상대국 역외가공조항

1 2004.04.01. 한-칠레 FTA 칠레 없음

2 2006.03.02. 한-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플러스

3 2006.09.01. 한-EFTA 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플러스

4 2007.06.01. 한-ASEAN FTA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플러스

5 2010.01.01. 한-인도 CEPA 인도 한정

6
2011.07.01.(잠정)

2015.12.13.(전체)
한-EU FTA EU 27개국 불인정

7 2011.08.01. 한-페루 FTA 페루 한정

8
2012.03.15.

2019.01.01.(개정)
한-미 FTA 미국 불인정

9
2013.05.01.(상품)

2018.08.01.(서비스)
한-터키 FTA 터키 불인정

10 2014.12.12. 한-호주 FTA 호주 불인정

11 2015.01.01. 한-캐나다 FTA 캐나다 불인정

12 2015.12.20. 한-중 FTA 중국 플러스

13 2015.12.20. 한-뉴질랜드 FTA 뉴질랜드 불인정

14 2015.12.20. 한-베트남 FTA 베트남 한정

15 2016.07.15. 한-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한정

16
2019.10.01.(부분)

2021.03.01.(전체)
한-중미 FTA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불인정

17 2020.12.18.(서명) 한-인도네시아 CEPA 인도네시아 플러스

18 2021.01.01. 한-영 FTA 영국 불인정

19 2021.10.26.(서명) 한-캄보디아 FTA 캄보디아 한정

참고: 한정(개성공단 한정), 플러스(개성공단 플러스), 불인정(개성공단 불인정)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및 저자 정리

표1 우리나라의 FTA 발효·서명 현황 및 역외가공조항 도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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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그리고 FTA의 발효시점에는 인정해주

지 않고 이후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등을 별

도로 개최하고 그 내부에서의 논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개성공단 불인정 또는 

위원회 방식을 말한다. FTA별 도입 현황과 

주요 내용은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한다.

1. 개성공단 한정 방식

FTA 내 역외가공조항에서의 개성공단 한

정 방식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남

한산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단에서

의 역외가공을 허용하면서도 그 내용이 비교

적 제한적인 형태를 말한다.17 이러한 내용의 

조항은 이미 발효된 상태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

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과 한

-페루 FTA, 한-베트남 FTA 그리고 한-콜롬

비아 FTA와 서명까지 마친 한-캄보디아 

FTA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일괄하여 한정방

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표2>에서처럼 조

금씩 차이가 있어 아래에서 상술하고자 한

다.18

개성공단에 한정하여 남한산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FTA 중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협정은 2010년 발효된 한국과 인도 간 

CEPA이다.19 본 협정은 제3장 원산지규정

의 제3.14조(영역원칙의 예외), 부속서3-나

(영역원칙의 예외), 부록3-나-1(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표), 교환각서

(개성공업단지)와 교환각서에 첨부된 개성공

업단지 지도를 통해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

공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한편 인정해주

고 있다. 개성공단 한정 방식으로 역외가공

을 인정해주고 있는 FTA 중 조항이 가장 상

세하게 도입되어 있다. 특히 교환각서에 포

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제3.14조(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은 법적으

로 인증되고 이 서한에 첨부된 지도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개성 공업 단지의 9.9km2 지역에서 작업 또

는 공정을 거친 상품에 한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발급기관이 제3.14조(영역원칙의 예외)와 부

속서3-나(영역원칙의 예외)에 따라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다는 것을 확인한

다.(중략)20

특히 주목할 점은 위 서한에서 언급된 것

처럼 한-인도 CEPA가 전체 FTA 중 유일하

게 교환각서에 물리적인 지도까지 첨부하며 

남한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생산지로써 개성

공단의 지리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21 또한, 부록을 통해 채소·

과실·견과류, 모피와 인조모피, 의류와 그 

부속품 등 HS코드 6단위 기준 108개 상품

의 품목표도 포함하고 있다.22

지도의 포함유무만 다를 뿐 한-페루 FTA

도 전술한 한-인도 CEPA와 유사하다. 해당 

17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163.

18 Ibid., p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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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Ibid., 한-인도 CEPA 협정문

21 Jeongjoon Park, “The Evolution of Outward Processing Scheme in Korea’s FTAs: The Case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Korea-ASEAN and Korea-Vietnam FT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23, 
Number 1, (2016), p.104.

22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인도 CEPA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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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역시 제3장 원산지 규정의 제3.15조

(영역 원칙)의 제3항과23 부속서3나(영역 원

칙의 예외)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어 

다시 우리나라를 거쳐 수출되는 품목에 대하

여 남한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다.24 다만 아

래 발췌한 제1조 내용에서처럼 개성을 의미

하는 비원산지 투입의 총 가치를 본선인도가

격(Free On Board, FOB) 기준 40%를 초

과할 수 없게 한 점은 한-인도 CEPA와 동

일하다.25 품목 역시 구체적인 상품 목록을 

첨부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총 100개로 

앞선 사례보다 적은 수량이다.26

1. 이 부속서에 포함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

할 때,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

업지구로 수출되고 이후 대한민국으로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 그곳에서 수행된 공정 및 처리는 대

한민국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는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

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7

한-콜롬비아 FTA 역시 한-페루 FTA와 

23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페루 FTA 협정문.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3나에 열거된 상품은 그러한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공정 및 처리를 거쳤더라도 부속서3나
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4 Ibid.
25 Ibid.
26 Ibid.
27 Ibid., 해당 협정문에서는 각주를 통해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의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이 부속서의 

목적상,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란 수송비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이미 획득한 비원산지 재료는 비원산지 투입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순번 협정명(근거조항) 주요 내용

1
한-인도 CEPA

(제3.14조)

- 개성공업단지 9.9km2 지역 명문화(교환각서)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당사국 투입 가치 60% 이상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108개 품목(부록3-나-1)

2
한-페루 FTA

(제3.15조)

- 개성공업지구 명문화(부속서3나)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100개 품목(부속서3나)

3
한-베트남 FTA

(제3.5조)

- 개성공업지구 명문화(제3.5조)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100개 품목(부속서3-나)

4
한-콜롬비아 FTA

(제3.16조)

- 개성공업지구 명문화(부속서3-나)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100개 품목(부속서3-나)

5
한-캄보디아 FTA

(제3.5조)

- 개성공업지구 명문화(제3.5조)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100개 품목(부속서3-나)

출처: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163., FTA별 협정문 및 저자 정리

표2 개성공단 한정 방식 적용한 FTA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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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을 각각 제3장 원산지 규정 하 

제3.16조(영역 원칙)의 제3항, 부속서3-나

(영역 원칙의 예외)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비

원산지 투입의 가치 제한 역시 같다. 품목 

수 역시 우리나라와 페루 간 FTA에서처럼 

특정 상품 100개로 구성된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28

한-베트남 FTA와 2021년 10월 서명한 

한-캄보디아 FTA의 역외가공조항은 공통적

으로 제3.5조(특정 상품의 취급)에서 개성공

업지구를 특정하고 있고 일례로 후자의 조항

을 이하에 발췌한다.29

(중략)특정 상품은 한반도에 소재한 개성공업지구에

서,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생산 가

공 또는 공정이 이루어진 후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

된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부속

서3-나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30

그 외 비원산지 투입의 총 가치와 관련된 

세칙이나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100개의 

특정상품을 규정하여 목록화 한 부분은 다른 

협정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31

2.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은 개성공단 한정 방

식처럼 역외가공을 인정해준다는 점은 같으

나 역외가공이 인정되는 지역적 요건을 개성

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 외의 지역에도 유사 공업지구

를 조성,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조건만 충

족된다면 이 역시 규범 상 협정 당사국을 원

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

식의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FTA로는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중 FTA와 함께 2020년 12월 서명

한 한-인도네시아 CEPA가 있다.32

먼저 한-싱가포르 FTA는 제4장 원산지 

규칙의 제4.4조(역외가공) 조항과 부속서4C 

상품목록(134개)을 통해 협정 상 역외가공을 

인정하면서도 앞선 개성공단 한정 방식의 

FTA들과는 달리 개성공업단지 또는 개성공

업지구를 직접적으로나 구체적인 생산지역

으로 기술하지는 않고 있다.33 더불어 제4.3

조(특정 상품의 취급)에서는 부속서4B에 열

거된 상품(4,624개)에 한하여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만약 개성공단 등 역외

지역에서 공정을 거치고 다시 국내에 들어와 

최종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는 남한산으로 인

정받을 수 있는 추가적 여지 또한 발견된

다.34 그리고 이와 같은 역외가공에 대한 제

4.3조 및 제4.4조의 이중적 적용 가능성은 

부속서4B 제1절 상품목록에 이은 제2절 제2

항이 “제1절에 열거된 상품은 개성공단과 한

28 Ibid.,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29 Ibid., 한-베트남 FTA,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

30 Ibid.,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

31 Ibid.
32 Ibid.
33 Ibid.,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34 Ibid., 제4.3조 조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4.3조 특정 상품의 취급 1. 부속서4B에 열거된 상품이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이 된다. 그 상품은 이 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또한 원산지재
료가 된다. 2.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 및 부속서4B의 운용 또는 개정에 대하여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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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내의 그 밖의 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양해된다”고35 한 부분에서도 재확인

이 가능하다.

제4.4조

역외가공

1. (중략)부속서4C에 열거된 상품은 당사국에서 수

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

된 경우라도 다음에 부합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본다.

가. 제2항에 규정된 대로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

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

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나. 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5퍼센트 이상이고,

다.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당사국에서 완전

히 획득 또는 생산 되거나 제4.16조의 불인

정 공정을 넘어서는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치고,

라.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원산지 지위가 신청

된 완제품의 생산자가 동일하고,

마.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하여 획득되고, 그리고

바. 생산 또는 가공의 최종 공정이 당사국의 영

토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가호의 목적상,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치

와 운송비를 포함하여 축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 

뿐만 아니라, 당사국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36

한-EFTA FTA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에 대한 규정에 대한 부속서I의 제1부 원산지 

규정 하 제3절 영역요건의 제13조(영역원칙

의 면제)에서 개성공단을 염두에 둔 역외가공

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37 해당 조항

에 따르면 개성이라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언

급은 없고 부록 4에 규정된 조건 충족만 성립

될 경우 원산지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38 당 

협정의 부록에 HS코드 6단위 기준, 구체적으

로 나열된 품목은 플라스틱, 의류, 유리, 철강, 

시계 및 잡품 등 총 278개이다.39

다음으로 한-중 FTA의 경우 제3.3조(특

정 상품의 취급)를 통하여 역외가공에 대한 

개성공단 플러스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조항이 이미 설명한 다른 FTA들의 경우처럼 

단순 원산지 인정에 요구되는 비원산지 및 

당사국 재료의 투입 가치에 대한 구체적 비

율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추가에 대한 내용

까지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40 사실상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확장성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협정인 것인데 한 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북한과 지리적, 정치

적, 경제적 관계가 깊은 중국 역시 북한 지

역에서의 역외가공을 고려하고 도입된 조항

35 Ibid.
36 Ibid.
37 Ibid., 한-EFTA FTA 협정문

38 Ibid., 제13조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영역원칙의 면제 (중략)부록 4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2절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 후 재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9 Ibid.
40 Ibid., 한-중 FTA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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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배경이라 할 것이

다.41 한-중 FTA의 제3.3조는 아래와 같다.

제3.3조

특정 상품의 취급

1. (중략)양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이하 “역외가공

지역”이라 한다)에서, 부속서3-나에 열거되고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작업 또는 가

공을 수행하고, 이후에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

출을 위하여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상품은 다

음을 조건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나.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을 가공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퍼센트 이상이 될 것

2.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한다.

가. 이 조의 제1항의 이행점검

나. 공동위원회에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활동 보

고 및 필요시 공동위원회에 권고사항 제공

다. 기존 역외가공지역의 확대와 추가 역외가공

지역 검토 및 지정,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그 밖의 

사안에 대한 논의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서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관련 조들은 이 조

의 제1항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

을 가하여 적용된다.42

비원산지 재료와 당사국 수출 재료의 가치

가 각각 40퍼센트, 60퍼센트로 규정된 부분

이나 부속서를 통해 상품 목록(310개)을 추

가한 것은 다른 협정들과 유사하여 특별한 

추가 검토를 요구하지 않는다.43 주목할 부

분은 제3.3조 제1항과 제2항의 다호에서 말

하는 역외가공지역의 정의와 범위이다. 협정

에서도 이 부분에는 각주를 달아 보다 자세

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제1조 적용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은 한-중 FTA가 서명되기 이전 

시점에 “한반도에 위치하고 한반도에서 운영

되는 기존의 산업단지 지역으로 한정”한

다.44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상 역외가

공은 개성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제2항 다호의 역외가공지역 

관련 각주는 다시 “한반도에 있는 공업지역”

을45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전술한 내용을 확

인시켜주는데 또 중요한 점은 이 역외가공지

역이 논의를 통해 충분히 확대,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이는 한-중 FTA 역외가공조

항의 개성공단 플러스적 요소를 말한다.

2020년 12월 서명된 한-인도네시아 

CEPA는 한-캄보디아 FTA와 마찬가지로 아

직 발효 전이지만 협정문이 공개되어 개성공

단과 관련된 역외가공조항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개성공단 플러스

적 조항을 먼저 도입한 한-ASEAN FTA와 

관련이 깊어 함께 설명한다. 먼저 전자의 경

우는 개성공단산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장 원

산지 규정의 제3.5조(특정상품의 취급)에서 

41 박정준, “한·중 FTA에서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 「함께하는 FTA」, 통권44호(2016), p.25.

42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중 FTA 협정문

43 Ibid.
44 Ibid.
4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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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었는데 해당 내용은 전언한 것과 

같이 한-ASEAN FTA와 관련된 것으로 발췌

하면 이하와 같다.46

1. 특정상품의 취급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47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부

속서3의 제6조와 제6조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2009년 2월 27일자 교환각서(이하 “교환각서”

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그 교환각서

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따른 취급의 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은 제

1항에서 언급된 교환각서에 첨부된 상품 목록이

다.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상기 언급된 상품 목록을 추

가 교환각서를 통하여 수정 또는 개정한다.48

위 한-인도네시아 CEPA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서 언급

한 한-ASEAN FTA의 조항과 교환각서 내용

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해당 협정의 부속서3(원산지 규정)의 제6조

(특정상품의 취급)는 “특정상품은 한국과 동

46 Ibid.,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47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란 한-ASEAN FTA를 의미한다.

48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순번 협정명(근거조항) 주요 내용

1
한-싱가포르 FTA

(제4.3조, 제4.4조)

- 개성공단과 한반도 내 그 외 공업지구 명문화(부속서4B)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완제품 관세가격 기준)

- 원산지 투입 가치 45% 이상(완제품 관세가격 기준)

- 수출 재료 생산자와 완제품 생산자 동일

- 당사국 영토 내 최종 공정

- 특정상품 4,624개 품목(부속서4B)

- 역외가공 134개 품목(부속서4C)

2
한-EFTA FTA

(제13조)

- 비원산지 투입 가치 10~40% 미만(최종상품 공장도 가격 기준)

- 당사국 투입 가치 60% 이상

- 특정 278개 품목(부속서I의 부록4)

3
한-ASEAN FTA

(부속서3 제6조)

- 회원국 영역 밖의 지역 명문화(부속서3 제6조)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당사국 투입 가치 60% 이상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600개 품목(개성공단 관련 대상품목 목록)

4
한-중 FTA

(제3.3조)

- 한반도 명문화(제3.3조)

- 비원산지 투입 가치 40% 미만(FOB 기준)

- 당사국 투입 가치 60% 이상

- HS코드 6단위 기준 특정 310개 품목(부속서3-나)

5
한-인도네시아 CEPA

(제3.5조)
- 한-ASEAN FTA와 동일(제3.5조)

출처: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165., FTA별 협정문, 교환각서 및 저자 정리

표3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 적용한 FTA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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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영역 밖의 지역

에서(중략)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그 생산공정 및 작업이 이루어져 다

시 재수입된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된다”고49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2월 27일자 교환각서는 그 정식 명칭이 “대

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3의 제6조에 대한 교환

각서 및 개성공단 특혜품목목록”으로50 이를 

종합하면 즉 한-ASEAN FTA는 역외가공지

역으로 사실 상 개성공단을 특정하지만 이러

한 내용을 담은 교환각서에 앞서 협정 자체

에서는 우리나라와 ASEAN 영역 밖까지 그 

지역의 확대 해석에 대한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개성을 포함 협정 당사국 

역외에서 일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일정 조

건만 맞으면 특정 품목에 대해 역내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

론 이 협정의 해당 조항을 그대로 통합하여 

일원화한 한-인도네시아 CEPA 역시 역외가

공과 관련된 내용은 같다는 의미가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한-ASEAN FTA 당시 10

개 회원국이 각각 100개의 개성공단 관련 대

상품목 목록을 지정했던 바 있는데51 한-인도

네시아 CEPA 역시 제3.5조 제2항에서처럼 이

를 그대로 통합했으므로 100개 품목이 역외가

공 인정 대상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52

3. 개성공단 불인정 방식

그런가하면 한-EU FTA와 한-미 FTA 등

을 포함하여 전체 협정 기준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역외가공조항 형태는 발효 시점

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남한산 또는 

역내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불인정 방식으

로 위원회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53 이러

한 방식이 위원회 방식으로 명명될 수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이 개성공단

산 상품에 대해 향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

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설치를 

통해 관련 논의의 검토를 담보하기 때문이

다.54

먼저 한-EU FTA의 경우 협정 내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

정서’ 내 부속서4(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

회)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55 그 골

자는 협정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

회를 구성, 발효 1주년 때 회합토록 하고 이

후 매년 최소 1회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기 어느 때에나 개최하여 이들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

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56 위원

회는 이어지는 제3조에 따라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하는데 이 때 위원회가 

49 Ibid., 한-ASEAN FTA 협정문

50 외교부, https://mofa.go.kr/,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
협정 부속서3의 제6조에 대한 교환각서 및 개성공단 특혜품목목록

51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ASEAN FTA 협정문

52 Ibid.,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53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p.163-164.

54 Ibid., p.164.

55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EU FTA 협정문

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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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 기준에 그 지역이 부합한지 여부와 원

산지 인정을 위한 투입 가치 등의 한도를 설

정하도록 하고 있다.57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

의 내용이 갖는 모호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역외가공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상 유럽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터키, 

영국과의 FTA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자인 

한-터키 협정은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

차에 관한 의정서’의 부속서4(한반도 역외가

공지역),58 후자는 한-EU FTA와 동일한 제

목의 의정서 내 역시 부속서4(한반도 역외가

공지역 위원회)에서 같은 조항들을 다루고 

있다.59 한국과 캐나다 간 FTA에서는 제20

장 제도 규정 및 행정 아래 부속서20-나(한

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동일 내용을 

법규화하고 있는데 역시 내용은 같게 도입되

어 있다.60

한-호주 FTA는 아래와 같이 제3.13조(한

반도 역외가공지역)를 도입하여 마치 개성공

단 등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현재

에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부속서3-나

를 통해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

를 통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불인정 방식

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61

제3.13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중략)양 당사국은 특정 상품이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서 한국 밖에

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

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

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3-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

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62

한-호주 FTA의 부속서3-나(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의 내용은 한-EU, 한-터키, 

한-영 FTA와 거의 같으나 위원회 소집 시기

를 협정 발효일 기준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 후의 소집 역시 매년 최소 2회로 확대한 

것이 차이점이다.63 위원회의 기준 충족 등

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한반도 여건 검토라

는 내용이 있어 모호성이 일부 남아있다. 그

럼에도 제3조에 위원회가 역외가공지역으로 

고려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해 별도 각주를 활

용,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를 특정지

어 언급하면서 지역의 구체성이 가미되었다

고도 볼 수 있다.64 

한-뉴질랜드 FTA는 한-호주 FTA처럼 제

3.15조(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가 후자의 제

3.13조 내용과 같도록 하면서도 부속서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는 다시 

57 Ibid. 구체적으로 부속서4(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58 Ibid., 한-터키 FTA 협정문

59 Ibid., 한-영 FTA 협정문

60 Ibid., 한-캐나다 FTA 협정문

61 Ibid., 한-호주 FTA 협정문

62 Ibid.
63 Ibid.
64 Ibid. 각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중 하나로써 위원회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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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협정처럼 위원회 소집 시기를 발효일 

기준 12개월(1년), 매년 최소 1회 또는 협정 

참여국 간 합의하는 때로 했다.65 역외가공

지역 결정 시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 역시 한-EU FTA와 똑같

다.66 한-중미 FTA 역시 한-뉴질랜드 FTA

와 위원회 소집시기는 동일하나 앞서 모호했

던 위원회의 기준 수립에 대해 그 충족 여부

65 Ibid.,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66 Ibid.

순번 협정명(근거조항) 주요 내용

1
한-EU FTA

(부속서4)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구성

- 역외가공지역 설립 및 개발의 적절성 검토

- 발효 1주년, 이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 시 개최

- 후보 지역의 위원회 기준 충족 여부 및 세부 사항 논의

2
한-미 FTA

(부속서22-나)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구성

- 역외가공지역 설립 및 개발의 적절성 검토

- 발효 1주년, 이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 시 개최

- 후보 지역의 위원회 기준 충족 여부 및 세부 사항 논의

- 위원회 기준 예시로 ① 한반도 비핵화 진전, ②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 역외가공지역에서의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

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등을 북한 경제 외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

3
한-터키 FTA

(부속서4)
- 한-EU FTA와 동일

4
한-호주 FTA

(제3.13조, 부속서3-나)

- 제3.13조(한반도 역외가공지역)와 부속서 동시 도입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구성

- 역외가공지역 후보지로 개성공업지구 언급

- 발효 6개월, 이후 매년 최소 2회 또는 상호 합의 시 개최

- 한반도 여건 및 세부 사항 논의

5
한-캐나다 FTA

(부속서20-나)
- 한-EU FTA와 동일

6
한-뉴질랜드 FTA

(제3.15조, 부속서3-나)

- 제3.15조(한반도 역외가공지역)와 부속서 동시 도입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구성

- 발효 1주년, 이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 시 개최

- 후보 지역의 위원회 기준 충족 여부 및 세부 사항 논의

7
한-중미 FTA

(제3.15조, 부속서3-나)

- 제3.15조(역외가공)와 부속서 동시 도입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구성

- 발효 1주년, 이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 시 개최

- 한반도 여건 검토 및 원산지 지위 결정 위한 기준 수립

8
한-영 FTA

(부속서4)
- 한-EU FTA와 동일

출처: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164., FTA별 협정문 및 저자 정리

표4 개성공단 불인정 방식 적용한 FTA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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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그에 선행되어야 할 기준 수립을 

명문화 하는 조항이 발견된다.67

한-미 FTA는 개성공단 불인정 방식 중 가

장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하 부속서22-나(한반도 역

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이러한 조항들을 마

련해두고 있는데 역외가공지역의 설립 및 개

발에 대한 적절성과 관련된 부분이나 위원회

의 소집 시기 및 주기, 위원회 수립 기준 충

족 여부와 세부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기존 

FTA들의 불인정 또는 위원회 방식과 동일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역외가

공조항 방식이 차별화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

은 제3조에서 찾을 수 있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

적 구역들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

로부터의 상품이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

으로 간주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을 수립한다. 그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

정되지 아니한다.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

-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

향, 그리고

- 그 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

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이 경우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

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

고한다.68

동 협정은 상기 조항을 통해 위원회가 수

립한 기준의 일부를 나열하고 있는데, 타 협

정에서 지적되기도 했었던 기준의 모호성이 

이런 구체화 절차를 통해 해소되는 것은 긍

정적인 부분이나 그 내용과 수준이 엄격한 

점은 또 다른 고민을 야기할 수 있다. 한-미 

FTA의 위원회 방식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이 남북한 관계에 대한 영향, 가공

지역 내 환경, 노동, 임금, 영업 기준과 관행

이 고루 참고되어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까

다로운 기준을 가진 것은 물론 그 기준이 여

기에 한정되지 않고 있음을 기술하며 향후 

얼마든지 그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음까지 

암시하고 있다. 

한-미 FTA를 포함한 이런 위원회 방식이 

미래 역외가공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논의에 있

어 가장 기초적인 법적 토대라는 점에서는 긍정

적임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 우려 또한 상존하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지나친 

엄격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69

Ⅲ. FTA 역외가공조항의 
한계점과 발전 방향

FTA별로 역외가공조항의 도입 방식이 크

게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일부 협정에서는 비

교적 관대하게 인정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은 존재한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

다. FTA는 정기적으로 이행 확인 등을 목표

로 분과별 위원회들이 꾸준히 회합하고 필요

한 경우 개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 역외가공

조항에 대한 내용 역시 그 개선점을 미리 일

별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유

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

67 Ibid., 한-중미 FTA 협정문

68 Ibid., 한-미 FTA 협정문

69 박정준, “FTA별 개성공단 인정 방식 이해하기”, 「함께하는 FTA」, 통권34호(2015),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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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TA에 포함된 역외가공조항을 통합적으

로 접근하여 몇 가지 한계점들에 대해 나열

해보고 추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개선 

방향에 대해 정리한다.

1. 지역 및 대상 품목 확대 및 선진화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되고 

이를 통해 개성에서 생산된 상품이 남한산의 

자격으로 관세 또는 비관세와 관련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그

러나 그 인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공단의 활성화, 우리 진출 기업들

의 이익 증대, 남북한 경제협력 및 이를 통

한 관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지향해 

볼 만하다. 이미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을 도

입한 협정에서 역외가공지역의 인정에 대한 

지리적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다. 보다 구체적

으로는 한-싱가포르 또는 한-중 FTA에서처럼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역외가공조항의 

중장기적 발전 과제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지역 확대 뿐만 아니라 인정 받는 품목 역

시 그 종류를 늘리고 시의적절하게 선진화하

는 것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개성

공단 한정 방식을 도입한 협정들의 경우 대

부분 100여개 품목만을 역외가공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플러스 방식에서처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의 FTA들은 최소 134개에서 많게는 수

천 개 품목에 대해서도 역외가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크게 제고

시키고 있다. 인정 품목들을 생산 및 가공, 

수출 시점에 맞춰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개성공단의 운영 재개 시기나 입

주 기업들의 성격에 따라 생산되는 품목의 

종류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CEPA 제3.5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을 도입하

고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 상품 목록을 수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70 실제 한-베

트남 FTA의 경우 기존 한-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인정되는 품목 수는 100개로 

똑같지만 현지 생산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를 통하여 당시 생산 중이거나 추후 생산 가

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반영해 70여개 품목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71

2. 비원산지·원산지 투입가치의 조정

역외지역에서의 가공에 있어 수반되는 비

원산지 투입 가치를 상향화 수 있는 방향 모

색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이미 많은 FTA에서 개성공

단 한정 또는 플러스 방식을 도입하면서 개

성으로 대변되는 비원산지의 투입 가치를 

40%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더 높은 비율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60% 수준으로 통일되어 있는 우리나라 등 

당사국의 투입비율은 반대로 낮추는 형태를 

논의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조금 다른 사례이긴 하

나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

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미국 

70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

71 안덕근·박정준, 전게논문, p.165.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간 역외가공조항의 발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Park, supra note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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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 

Canada Agreement, USMCA)으로 개정되

는 과정에서 역내 당사국 투입 비율을 크게 제

고시킨 것에서 보여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최

근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애시당초 USMCA의 모태라고 할 수 있

는 캐나다-미국자유무역협정(Canada-United 

States FTA, CUSFTA)이나 그 이전의 미국-

캐나다자동차협정(Auto Pact)에서 50% 수준

으로 특정 지역 투입 비율을 용인했던 사례도 

있어 근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72 따라서 

개성공단 등 역외 투입 가치률을 50%까지 상

향하는 것은 공단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그 

가치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조항을 도입하는 진정한 취지에도 

부합한고 할 것이다. 또한 역내 투입 가치가 

50%로 하향되게 되면 상품의 초기와 마무리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역내 기업들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투입 

비율이 60%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경우 

일부 역내 기업들의 참여율 저하, 경제적 손실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조항의 

구체화 및 간소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조항은 전언

한 것과 같이 개성공단 등을 불인정하는 방

식으로 가능하다면 개성공단 한정이나 플러

스 방식으로 협상되어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FTA 내 관련 조항 중 그 비율이 가장 높다

는 점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불인정 방식을 인정으로 개정해나가기 위해

서는 결국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그 결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자명한 바 현재 

위원회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간소화하

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호주 협정처럼 위원회 소집 빈도를 늘

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한반도의 여건이나 위원회 기준이라는 

내용에서 오는 모호성을 해결하고 이를 구체

화하는 것이다. 기준이 구체적일 때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기 때문

인데 그렇다고 이를 한-미 FTA의 경우처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하거나 엄격하게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도 있다. 한국과 미국 간 

협정의 경우 반대로 오히려 그 내용을 간소

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

이다. 현 협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조건으로

써 비핵화 진전이나 역외가공지역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영향 등은 그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다. 또한 환경, 노동, 임금과 

관련된 기준이나 관행을 국제규범과 비교하

여 참고하는 것은 타당하나 현실성이 부족하

다고 보여진다. 개성공단 불인정 방식, 즉 한

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방식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선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간소하

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정, 플러스 방식

으로 유도해 나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4. 기타

부차적인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조항의 개선 사항이 있다. 가장 대

표적인 것이 인정, 플러스, 불인정 방식에서 

72 박정준·김지원·이정민, “FTA규범을 통한 RVC 강화에 대한 연구: 미국의 자동차 및 관련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21권 제4호(2020),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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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이라는 지역의 영문 표기에 대한 정비이

다. 현재 약 7개의 협정에서 개성의 영문명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한-인도 CEPA, 한-

페루 FTA, 한-베트남 FTA, 한-콜롬비아 FTA, 

한-캄보디아 FTA 등 한정 방식은 가장 일반

적인 철자인 “Gaeseong”으로 통일되어 있긴 

하지만, 한-인도 협정의 경우 교환각서(“Gae-

seong”)와 지도(“Gaesung”) 상 표기가 다른 

것이 발견된다.73 이어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

의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Gaesong”으로 

불인정 방식의 한-호주 FTA는 “Gaesung”

이라고 적혀있어 영문 지역명의 통일성이 결

여되어 있는 상황이다.74 실제 운영에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추후 교

역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원산지 표기나 

증명 절차에서 충분히 예방가능하고 불필요

한 ‘스파게티보울효과(Spaghetti Effect)’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재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사안의 경중을 고려

해 보았을 때 협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되지도 않는다.

Ⅳ. 결론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약 

46.2%를 일찌감치 도달했고 이는 56.3% 수준

인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

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시장개방수준과 비

교했을 때 낮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 북한

경제가 더 이상 폐쇄적이지만은 않다는 합리

적인 주장이 있다.75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FTA와 개성공단을 연계하고 이

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외가공조항

의 활용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개성공단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남북한 관계 역시 내외부 요인에 따라 많은 

부침을 겪고 있지만 과거 공단의 성공적인 

역할과 향후 재개 가능성을 생각하면 앞으로

도 신규 FTA에서 역외가공조항을 계속 도입

하는 것은 물론, 기존 협정에서의 조항들은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

해야 한다. 공단이 운영되는 중간에 관련 법

규에 개정이 발생하면 당사자인 기업들은 일

정 적응 및 과도기간을 맞이할 수 밖에 없

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단의 운영

이 장기 정지되어 있는 지금 역시 이런 논의

를 위한 적기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대륙, 수많은 국

가들과의 FTA협상을 해오면서도 개성공단

의 본격 출범 이전에 발효된 칠레와의 협정

을 제외하면 모든 FTA에 역외가공조항을 도

입해 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그 

어떤 나라들의 FTA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FTA내 역외가

공조항과 관련된 고도의 숙련도는 회를 거듭

73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한-베트남 FTA, 한-콜롬비아 
FTA,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영문)

74 Ibid., 한-싱가포르 FTA, 한-호주 FTA 협정문(영문)

75 Byung-Yeon Kim,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163. 해당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e conclusion from these trade statistics is that North Korea is 
not a closed economy any more. [...] North Korea’s GDP per capita was US$749 in 2013, when its population 
was 24.525 million. These figures yield a North Korean GDP of US$18/38 billion dollars for 2013. Hence, the 
ratio of trade to GDP, which is regarded as an indicator of the openness of a country, stands at 46.2 per cent. 
This is lower than 56.3 per cent, the average opennes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OECD in the same 
year, but the gap is not too large.



FTA 역외가공조항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159

할수록 이런 규범들을 ‘도입’하는 측면에 보

다 집중되었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축적된 당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더 나아가 기존 조항들을 

‘발전’시키는 것에도 적극 투입할 필요가 있

다. 수준 높은 규범이 먼저 마련되고 이후에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도래하

게 되면 그 반대로 여건이 우선 조성되고 뒤

늦게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닦는 경우보다 

훨씬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FTA 역외가공조

항이 활용될 수 있게 되고 이 때 비로소 이

러한 통상규범의 본질적 취지라고 할 수 있

는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한 관계의 개선 역

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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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and Direction of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in FTAs

Jeongjo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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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pite of the political, diplomatic and historical dilemma, it is generally perceiv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ust be constantly pursued. In 

the course, inter-Korean trade is believed to be playing a crucial role. From the perspective, 

Korea has introduced outward processing scheme in almost all of its FTAs, considering the 

operation of, and the exportation from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ultimately aiming at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is study categorizes and 

compares all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in the FTAs of Korea. Then, it analyzes the 

merits and demerits to further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nd eventually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possible modifications.

Keywords : inter-Korean trade, FTA, Outward Processing Schem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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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Session 1

∙ 일시 : 2021년 5월 7일 (금) 14:00-15:30 (KST)

∙ 주제 : (Session 1) 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Issues on Appellate Body Rulings)

∙ 사회 : 안덕근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패널 : Pasha Hsieh 교수(싱가포르 경영대학교), Ichiro Araki 교수(요코하마대학교), 

이재민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asha Hsieh 교수]

WTO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상소기구가 점차 문제를 보이면서 급격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

다. WTO 상소기구의 주요 문제는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와 관련이 있다. 이와 반

대의 개념으로는 judicial economy가 있는데 이는 EU와 미국이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

소기구가 WTO 상고심에서 제기된 법률상의 쟁점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방식이다. 사법 적극

주의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권리와 의무 발생에 관한 것이다. 이는 US-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DS437, Compliance review under Article 21.5, 2019 케이스로 설명할 수 있

다. 해당 사건에서 미국은 공공기관(public body)이 다수 소유하고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실

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공공기관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했다. 중국은 공공

기관을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실체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와 달리 상소

기구 내 반대의견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해석은 사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조사기

관이 사건마다 조사대상자가 정부권한을 소유하는지, 행사하는지, 또는 정부 권한을 부여받는

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이 있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 또는 다른 비시장경제체제

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FTA 협상에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CPTPP, Chapter 17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상소기구 내 반대 의견과 미국의 주장과 더 일치한다. 또한 EU의 베트남과 싱가포르와의 FTA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사법 적극주의의 두 번째 문제는 판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DS8, 10, 11,1986 사건이 있다. 상소기구에 따르면 이전의 사건들

은 WTO 회원국들 사이에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를 불러일으키므로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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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으로는 US – Softwood Lumber 

V, DS264, 2004와 US – Oil Country Tubular Goods Sunset Reviews, DS268, Art. 

21.5이 있다. US – Stainless Steel (Mexico), DS344, 2008에서 상소기구는 DSU 제3.2조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쟁해결 시스템의 보안과 예측가능성(security and predictability)을 

보장한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 없이(absent cogent reasons), 판결기관이 후속 실무에서 동일

한 방식으로 동일한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타당한 이유 없이”라

는 문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그 중 하나는 상소기구가 판례에 관한 모든 원칙(doctrine 

of precedent)을 부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사법 적극주의에 관한 마지막 문제점은 부수적 의견(obiter dicta)의 사용이다. 이와 관해서

는 Argentina –Financial Services, DS453, 2016이 있다. 해당 사건에 미국은 부수적 의견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DSU

의 개선이 필요하다. EU, 인도, 한국, 중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이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WT/GC/W/752; WT/GC/W/753, 2018)

[Ichiro Araki 교수]

상소기구 판결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미국은 상소기구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상소기구의 "공공기관"에 대한 잘

못된 해석은 SOE를 통해 제공되는 무역 왜곡 보조금에 대응할 수 있는 WTO 회원국의 능력

을 위협하여 시장 지향적인 모든 행위자의 이익을 약화시킨다. TBT 협정 및 GATT 1994에 

따른 비차별 의무에 대한 상소 기구의 해석은 국가에 따른 차별대우와 무관한 요소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상소기구가 덤핑마진을 결정하는 제로잉(zeroing)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은 WTO 회원국들이 국내 산업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는 덤핑된 수입을 대응하는 능력을 감

소시켰다. 해외벤치마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상소 기구의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검사(test)는 

WTO 회원국이 비시장경제체제의 SOE에 관한 보조금에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더 나

아가, GATT 1994의 XIX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대한 상소기구의 비텍스트 기반

(non-text-based) 해석은 WTO 회원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활용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상소기구의 보조금 협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WTO 회원국들이 중국과 같은 비

시장경제체제 국가들에 의한 무역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보조금과 덤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EU는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세이프가드협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능력이 실제로 약화되었는지, 상소기구가 제로잉 금지법으로 인해 반덤핑협

정상 회원국들의 권리를 축소시켰는지 등의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상소기구에 대해  

WTO 회원국들은 양극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 상소기구에 대해 만족해하는 회원국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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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큰 우려를 표하는 회원국들도 있다. 과거의 상소기구에 대한 개혁은 성공적이지 못했

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적 개선 등 상소기구의 개혁에 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재민 교수]

공공기관에 대한 논의는 현재 WTO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하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이는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WTO의 다른 협정

들과도 모두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되어 많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WTO 

회원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WTO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SOE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석이 있어 이와 관련한 문제 

또한 논의되어야 한다. 현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 권한의 제한, 회

원국과 상소기구 간의 연례회의, 절차의 엄격화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소기구의 

변화 속에서도 기존의 핵심 요소는 지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2단계 상소심사 제도

(two-tier review system)를 통해 사법 독립을 유지하고 일정 수준의 일관성을 예측할 수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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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Session 2

∙ 일시 : 2021년 5월 21일 (금) 14:00-15:30 (KST)

∙ 주제 : (Session 2) 상소기구 구성 및 사무국 행정조직 개편 (Issues on Appellate Body Structure)

∙ 사회 : 안덕근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패널 : Chang-fa Lo 교수(대만국립대학교), Mitsuo Matsushita 

교수(도쿄대학교; 前 AB 멤버), 장승화 교수(서울대학교; 前 AB 멤버)

[Chang-fa Lo 교수]

美 대선 당시 WTO 내부적으로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었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 이후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절차가 속히 재개되어 분쟁해결 시스템의 전반적인 회복이 앞

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올해 말 예정되어 있는 제12차 각료회의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산물 보조금 협상 타결이나 Covid-19로 인한 위기극복 방안 마련 등 

다른 주요 사안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됨에 따라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소 배제되어 왔

다. 제12차 각료회의 전까지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

로 보이나,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각료회의 직후 이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회원국들이 인지하고 있듯 상소기구는 현재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소기구 개혁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

하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미한 수준의 변화만 일어난다면 미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기대에 부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소기구의 완전한 개혁 또는 전반적인 구조

적 변화를 도모하기에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규범에 기반한

(rule-based) 시스템, 분쟁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결, 그리고 WTO 규범의 준수 및 

해석상의 일관성 등 현재 상소기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이어나

가면서도 그와 동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DSU 조항에 대한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분쟁해결기구나 일반

이사회에서 각 사안의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이미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제9.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와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협정문 해석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쟁해결기구의 일반적인 법리해석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황

WTO 분쟁해결제도 Asia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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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회원국이 이러한 독점적인 해석에 의존한다면 향후 상소기구의 법리해석을 보완하고 분

쟁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소기구의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에 대한 일부 회원국들의 불만을 직시해

야 한다. WTO 협정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간 체결된 상업적 협정(commercial deal)이므로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경우 상업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인간의 생명 및 건

강, 공공질서(public moral) 등의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각각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 적당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소기구가 90일 이내에 

분쟁해결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건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소기구 위원 자체적으로 동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분

쟁해결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으로는 상소기구의 과도한 업무량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패널이 

맡는 분쟁사건 자체를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상소기구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분쟁해결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DSU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

지 옵션, 즉 패널절차와 상소, 주선(good offices)·조정(adjustments)·중개(mediations), 그

리고 중재(arbitration)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중 패널절차 및 상소는 회

원국들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중개는 분쟁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활용된 바 

없고, 중재 수단도 현재까지 단 한 번 정도만 활용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대체 수단을 적

극 활용한다면 패널 및 상소기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상소기구의 사법 문화(judicial culture)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분쟁해결 시스템은 실질적이

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현재 일종의 대법원(supreme court)처럼 기

능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DSU 초안에서 상소기구를 ‘법원(court)’으로 부르거나 상소기

구 위원을 ‘판사(judge)’로 부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것을 고려하여, 방대한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한 법적 분석을 제공하는 사법적 성격의 역할 대신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 입각한 상소기구의 운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상소기구 개혁 문제가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는 향후 개혁문제에 대한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

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DSU 제24.2조 등 최빈개도국

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안을 장려하여 이들도 동 논의에 참여시킴으로써 상소기구 개

혁에 대한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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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화 교수]

일부 회원국들은 상소기구가 처음부터 완전한 의미의 사법적 기구가 아닌, ‘준(準)사법기관

(quasi judicial organization)’으로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원칙상 ‘judge’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음에도 지금껏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회원국들

이 상소과정에서 패널보고서에 지나치게 방대한 사안을 포함시켜온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는 상소기구가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제기된 사안을 모두 다루지 않을 경우 법적 분석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안을 가능한 자세히 다루는 과정에

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상소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쟁점을 제기하지 않도록 일정한 법적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법 적극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DSU 제17조 등에서 상소기구의 권한

(mandate)을 매우 넓은 의미로 규정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궁극

적으로 당사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WTO 협정 각 조

항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DSU 제3.2조). 그러나 때로는 상충되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소기구가 사법 적극주의를 기반으

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DSU상에 불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는 상소기구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는 상소기구가 아닌 회원국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그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패널 보고서 중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대한 요소는 아니나 패널이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안을 상소기구가 다루는 과정에서 사법 적극주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

였다. 만약 이러한 오류를 상소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패널이 범한 법리적 오류가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다루게 된다 하더라도 상소기구가 권한 이상으로 개입한다는 

비난을 받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소기구의 노력은 WTO의 법

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향후 WTO 분쟁해결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WTO 협정 조항의 개정 없이 상소기구를 개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상소기구 위원 임명 절차와 관련,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일종의 modality를 

통해 각 회원국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낼 수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상소기구 위원 임명절차에 적용시킨다면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상소기구 위원에 최소 1-2명 정도의 법률자문관을 두어 상소기구 

위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현재 각 사건에 대해 임시로(ad-hoc) 구성되는 패널리스트를 영구적인(permanent) 구조

로 개편한다면 패널 보고서의 퀄리티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분쟁사건을 다

루는 데 있어 상소기구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궁극적으로 분쟁해결이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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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suo Matsushita 교수]

WTO 분쟁해결절차는 패널, 상소기구, 그리고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보고서 채택 이렇게 3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패널과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네거티브 컨센서스(negative-con-

sensus) 방식을 취하고 있어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소기구가 분쟁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 

마련 당시 고려했던 두 가지 원칙, 즉 회원국들이 분쟁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패

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자동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 

상소기구가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균형이나 사법 적극주의에 대한 비판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상소기구는 WTO 협정문을 해석하고 사법적 결정을 내린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사법기관으

로 볼 수 있으나, 마라케쉬 협정 제4.2항에 따르면 협정의 해석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각료회

의 및 일반이사회에 귀속되어 각 분쟁 사건에 대한 결정도 정치적 기구(political bodies)인 

두 기관에 일임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공식적으로 상소기구는 분쟁해결기구의 의

사결정을 돕는 보조기관(auxiliary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재판소(tribunal)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자동 채택방식으로 인해 상소기구의 판단이 각 분쟁 사건

에 대한 최종 판결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나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등과 비교

했을 때 상소기구가 사실상 강제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을 행사하고 패널보다 상위

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s)’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인데, 상소기구의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균형

을 잡아줄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옵

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마라케쉬 협정 제9.2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각료회의와 일반이사

회는 동 협정의 운영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더해 일반이사회 내에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사위원회

(Judiciary Committee)를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동 위원회는 국제경제법 분

야의 전문가와 그들을 지원하는 변호사 및 경제학자들로 구성하여 일반이사회가 WTO 협정상

의 해석 문제나 이사회 권고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는 일반이사회가 협정의 해석이나 권고사항의 초안을 채택하기 이전에 법사위원회가 그러한 

판단에 대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논리적 일관성 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

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사위원회 제도는 마라케쉬 협정 제9.2조

를 적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정치적인 논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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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반이사회와 상소기구 간 정기적 협의를 통해 상소기구가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 사안들에 대해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WTO 분쟁

해결의 정치적 함의와 그러한 판결이 회원국들의 통상정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타

낼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분쟁사건에 대한 정치적 거부권(political veto)을 행사

하거나 상소기구가 각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는 협의에 앞서 안건 초안을 법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위원회가 동 안건을 검토하고 법률 

용어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이사회와 상소기구 사이에 정치적 대립을 미연에 방

지 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협의 체제가 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상소기

구에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구조상 상소기구는 일반이사회나 각료회의와 달리 완전한 사법기

관이 아닐 뿐 아니라, 정치적 및 경제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될 시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

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이사회와 상소기구 간 협의는 서로의 지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상소기구를 더욱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검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WTO 자문

위원회(Consultative Board)가 당시 사무총장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안된 것인데, 

특별 전문가 그룹이 상소기구와 패널 등 WTO 분쟁해결 시스템에 대한 건설적 비판

(constructive criticism)을 다룬 평가보고서 등을 제공하거나 마라케쉬 협정 제9조에 의거 

분쟁해결기구 및 일반이사회가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 그룹은 비공식적이고, 일시적이며 복잡한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실용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이사회나 분쟁해결기구에 속한 영구적(permanent) 기관을 마

련하는 방식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지만, WTO 자문위원회가 고안했던 전문가 그룹은 구조상

의 유연성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롭다는 점 등이 주요 장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구조

나 체계 없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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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Session 1

∙ 일시 : 2021년 10월 8일 (금) 9:30-10:30 (KST) 

∙ 주제 : (Session 1) 중-미 WTO 분쟁해결제도 (U.S. and China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개회사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산업통상자원부)

∙ 사회 : 안덕근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패널 : 조성준 교수 (시카고-켄트 법학전문대학원), Julia Qin 교수 (웨인 스테이트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지난 25년간 분쟁해결제도는 WTO 의 가장 핵심적 기능 중 하나였으며, 세계 보호무역주의

의 확산 가능성을 감소시켜주는 등 큰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오늘의 분쟁해결제도는 전례 없

는 위기를 겪고 있다.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고 개혁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 코로나 19 팬데믹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모두 알다시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 국가들이 역동적으로 WTO 체계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

다. 아시안 국가들 간의 신뢰를 다시 쌓고 상소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

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오늘 포럼을 통해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 

[조성준 교수]

WTO 상소기구 위기를 WTO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자면 지구 중심적인 시각(geocentric 

view)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개별 국가 행위자들로부터 위기의 원인

을 찾는 것인데, 현재 WTO는 미국과 중국 같은 국가들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법 

문화를 살펴보면 내부 지향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이원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원주의적인 미국의 법률 문화로 인해 미국의 국제법 의무는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된

다. 이 상황에 제안할 수 있는 두 가지 결의안(two steeled resolutions)이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지자들을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키기 위한 미국의 정치인들

의 결의안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 해외의 철강업을 향해 반덤핑 마진을 부풀리는 행위를 불법

화하는 WTO 상소기구 자체의 결의안이다. 미국은 WTO Zeroing 분쟁에서 많이 패소하였으

며 WTO 상소기구의 결의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공격을 해왔다.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지속됐다. 국제 경제학자들과 통상전문가들이 중국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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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 국유기업, 산업 보조금을 향해 비평을 해왔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중국의 기반 시설 개발과 투자전략을 비롯한 여러 정부 계획 및 슬로건

들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 다자무역시스템에 대해 앞서 말한 지구중심적인 시각이 아닌 태양중

심적 시각(heliocentric view)으로 WTO 상소기구를 살펴보면, WTO만의 법적 중력장이 존

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아직까지 WTO 멤버 국가들은 WTO 언어(WTO language) 를 유지

하고 있으므로, WTO의 기능이 상소기구 마비로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WTO만의 법적 

중력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미국이 WTO 상소기구 반대로 인해 하급 법

원에서 올린 항소를 심리하지 못하게 한 행위 자체가 미국이 WTO 법적 중력장 안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기업들이 WTO 법률 및 규정에 맞추기 위해 실질적인 정

책을 재설계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WTO 패널의 러시아 판결에 GATT 조항 21인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National Security Exception)를 적용 함으로서 WTO 법적 중력장이 존재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최근 미국 통상대표부 캐서린 타이 (USTR Katherine Tai)의 연설문과 바이든 정부의 행정

들을 검토해 보면 아직까지 미국은 WTO 상소기구에 관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WTO의 법적 중력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Julia Qin 교수]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제소국으로 WTO 케이스에 

무려 47번 등장했다. 47건의 소송 중 23건은 미국이 제소한 케이스이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22번의 제소를 했는데 그 중 16개는 미국을 피제소국으로 제소한 사건들이다. 이러한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WTO에 지금껏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쳐왔는지 알 수 있다. 

2018년 4월부터 미국은 美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를 중국에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하

여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양 국은 2020년 1월 양자 협정에 도달하기까지 

서로 보복관세 부과를 지속 하였는데, 미국은 중국을 WTO 분쟁에 회부하기 보다 보복관세 부

과를 선택한 것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이 WTO에서 소송을 제기한 추세를 살펴보

면 총 6개 제소 건 중 5개 제소 건이 피제소국을 미국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 중 3개가 美 통

상법 제301조 관련 소송이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투 트랙 전략(two-track 

strategy)을 택했는데, 미국으로부터 美 통상법 제301조 관세가 부과될 때마다 미국을 WTO

에 제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 대해 일방적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이었다. 중국의 이러

한 보복 관세는 WTO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GATT 제1조, 제2조 뿐만 

아니라 WTO법 위반에 대하여 회원국에 DSB 승인 없는 보복조치 부과를 금지하고 오로지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DSU 제23조까지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보복관세는 미국의 美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조치보다 더욱 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완

전한 정도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에게 실질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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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만, WTO 체제 관점에서 중요한 측면은, 먼저 WTO 체제가 인류 역사상 거의 가장 큰 분

쟁이었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전쟁을 예방하거나, 멈추거나,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WTO 체제가 일부분 약점을 노출했다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한 행위는 법적으로는 비논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전략을 취함으로써 중국은 고의로든 아니든 미국과 

함께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를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중국을 상대로 진행된 소송의 최근 추세를 보면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지난 9년

간 중국을 상대로 제기된 9건의 소송 중 3건의 소송은 비경제적인 원인을 이유로 중국이 부과

한 일방적인 경제적 제재조치들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COVID-19 관련으로 WHO

에서 갈등이 있었던 호주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단행하였고, 호주가 중국을 상대로 2개의 소송

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호주를 상대로 AD/CVD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목할 것

은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과 EU 외 다른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사실 중국은 미국

과 EU 상대로만 소송을 하려는 주의가 있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제소하지 않아왔다. 현재 중

국은 WTO 분쟁해결제도를 정치화하는 것처럼 보이며 상당히 정치 중심적인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WTO 체제를 통해 자국의 외교 정책을 실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분쟁의 탈 정치화를 시도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제도에 관해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에 관련해 2019년 5월 출시 예

정이었던 패널 리포트에 대해 중국이 정지를 요청함으로 결국 패널 리포트가 공개되지 않았으

며, 이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분명 패널 리포트가 중국을 향해 부정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어 중국이 정지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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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Session 2

∙ 일시 : 2021년 10월 8일 (금) 10:30-11:30 (KST) 

∙ 주제 : (Session 2) WTO 분쟁해결제도의 미래 (Futur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사회 : 안덕근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패널 : Henry Gao 교수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Yuka Fukunaga 교수 (와세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Henry Gao 교수]

WTO 상소기구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절차상 이슈다. 두 번째 문제

는 실질적인 이슈다. 세 번째 문제는 체계상의 이슈다. 

먼저 절차상 이슈에 대해 예를 들자면 WTO 상소기구의 협상 시한 90일 규칙이나 작업절차 

제15항 (Rule 15) 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실질적인 이슈 측면에서는 무역구제조치를 예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상 이슈는 WTO 상소기구가 판례를 따라야 하는 개념, 조언적 의

견 (obiter dicta), 및 패널의 사실적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문제점들이다. 사실 WTO는 관습

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설립되어 있다. WTO가 판례를 따르는 경향은 설득력만 있고 공식적인 

판례 제도가 없으므로 사실 관습법과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미국이 WTO 가 조언적 의견을 

내지 못 한다고 혐의를 제기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미국의 주장이 맞는다고 해도 미국

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WTO 상소기구의 인선을 차단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하

였으며 미국의 전례 없는 행동은 나쁜 판례를 만들었다. 또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 하고 

문제의 증상만 완화시킨 셈이다. 

재니퍼 힐먼 (Jennifer A. Hillman) 교수는 WTO 상소기구 개혁안으로 제시한 3가지 사항

들을 좋은, 안 좋은, 못생긴 (good, bad, and ugly) 옵션이라고 칭한다. 힐먼 교수가 말하는 

좋은 옵션은 무역구제조치만 다루는 WTO 상소기구를 따로 설립하자는 방안이다. 안 좋은 옵

션은 WTO 상소기구를 피하고 DSU 제25조 중재 절차를 밟자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힐먼 

교수가 말하는 못생긴 옵션은 WTO 상소기구를 복귀시키고 투표를 통해 인선을 하자는 방안

이다. 개인적인 의견은 힐먼 교수가 칭한 좋은 옵션은 안 좋은 옵션이고, 안 좋은 옵션은 못생

긴 옵션이고, 못생긴 옵션이 좋은 옵션이라고 본다. 

WTO 상소기구 위기의 합당한 해결책은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에서 과반수 

투표로 WTO 상소기구 멤버들의 인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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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a Fukunaga 교수]

WTO 상소기구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권한 범위를 재정의함으로써 새로운 WTO 상소

기구를 재정립해야 한다. WTO 멤버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 일반이사회에서 투표를 진행 후 멤

버들의 인선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WTO 멤버 국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아시안 국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 분쟁해결제도에 일본이 참여한 제소 건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제소 건들이 많다. 그 중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 소송이 많다. 과거에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향한 대중의 인식은 긍정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일본인들의 시점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소송에서 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한국에 

대한 적합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WTO 분쟁해결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한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정치적 분쟁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대립적이지 않은 절차 

(non-adversarial procedures)를 사용해 서로에 관한 이해심을 넓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

칙제정을 함께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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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사건(DS529, 2019. 12. 4. 패널)

(최종수정일: 2021.03.12.)

작성자: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A4 복사 용지 수출에 대한 호주의 반덤핑관세 조치에 대한 것이다. 

대상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은 Indah Kiat1와 Pindo Deli2 2개사이다. 호주는 Indah Kiat와 

Pindo Deli에 대하여 각각 최종 30%와 3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3

호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림정책은 목재 공급 증가와 종이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반덤핑협정 제2.2조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에 해당되고, 

이 특별시장상황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국내판매로는 적절한 가격비교가 곤란하다고 보고,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도출하였다. 한편, 구성가격을 도출을 위

한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cost of produ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산정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수출자 보관자료(회계자료, 재무자료 등)에 기초하지 않고, 제3국의 펄프 수출가격

(브라질 및 남미의 대 중국 및 한국 펄프 수출가격)에 기초하였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정상가격 산정 시 국내판매가격 배제(반덤핑협정 제2조제2항4)

정상가격(normal value) 이하로 수출되는 경우 덤핑이 인정되고, 덤핑마진은 정상가격과 

1 PT Indah Kiat Pulp and Paper Tbk. 

2 PT Pindo Deli Pulp and Paper Mills

3 ‘호주 반덤핑 위원회(Australia‘s Anti-Dumping Commission – ADC)’의 권고에 따라 Indah Kiat와 Pindo Deli에 대하여 
각각 35.4%와 3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고, 그 후 Anti-Dumping Review Panel의 권고에 따라 각각 30%와 33%로 
인하하였다. 

4 수출국의 국내시장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Re.2)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마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시 비교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Remark 2)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의 판매가 고려대상 상품의 수입회원국에 대한 판매의 5%  또는 그 이상을 

점하는 경우, 이러한 판매는 일반적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낮은 비율이하
의 국내 판매가 적절한 비교 제공을 위해 충분한 규모라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에도 동 낮은 비율은 수락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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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격(export price)의 비교를 전제로 한다. 정상가격은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

에 대한 통상적 거래과정(ordinary course of trade)에서 판매되는 가격(“통상적 국내판매가

격”)을 말한다(반덤핑협정 제2.1조). 그러나 ⅰ) 수출국내에서 통상적 국내판매가 없거나, ⅱ) 

수출국내에서 통상적 국내판매가 존재하지만 ‘특별시장상황(PMS)’으로 그 국내판매가격과 수

출가격의 적절한 비교(proper comparison)가 곤란한 경우, 또는 ⅲ) 수출국내에서 통상적 국

내판매가 존재하지만 그 국내판매규모가 적어서5 그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

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은 수출국내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제3국 수출가격

(third-country sales)이나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기초로 한다(반덤핑협정 제2.2조). 

반덤핑협정 제2.1조와 제2.2조는 수출가격과 비교되는 정상가격 도출에 관한 규정이다. 반

덤핑협정 제2.1조에 의거 정상가격은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에서 도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덤핑협정 제2.2조의 3개의 상황(조건)의 경우에는 정상가격은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에서 

도출할 수 없고, 제3국 수출가격이나 구성가격에서 도출한다. 여기서 제3국 수출가격(third- 

country sales)은 제3국에 수출되는 동종 상품의 비교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성이 있는 가격

을 말하고,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은 원산지국내에서의 생산비에 합리적인 금액의 판매

관리비·일반비(SG&A cost)와 합리적인 금액의 이윤(profit)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사건

에서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특별시장상황(PMS)이 존재하고, 그 특별시장상황으로 인하여 적절

한 비교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인도네시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도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정부조치로부터 발생하

는 상황은 반덤핑협정 제2.2조의 특별시장상황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시장상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호주는 특별시장상황으로 인하여 적절한 비교가 곤란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특별시장상황의 존재와 그 특별시장상황으로 적절한 비교가 곤란하였는지

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가.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존재하는지

호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림정책으로 목재 공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목재 가격하락

은 종이 가격하락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정부 주도 왜곡으로 인도네시아의 A4 복사 용지 가

격이 인근 벤치마크 가격보다 낮았는데, 이는 반덤핑협정 제2.2조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6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는 특별시장상황의 해

석상 ⅰ) 투입비용이 왜곡되는 상황 ⅱ) 국내판매와 수출에 모두 영향을 주는 상황 ⅲ) 정부조

치로부터 발생하는 상황 등은 특별시장상황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주장하는 3가지 상황이 반드시 특별시장상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5 국내판매규모가 고려대상 수출규모의 5% 이상이면 충분한 규모로 간주되며, 5% 이하인 경우에도 적절한 비교를 위한 충분한 
규모라는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규모로 인정될 수 있다.

6 호주는 A4 복사 용지 시장 왜곡의 주된 요인은 인도네시아의 산림정책에 있는데,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은 산림 및 목재 
공급에 1차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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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에서는 의도적으로 특별시장상황을 정의하지 않고 있는바, ‘사실에 입각한 사안별 

분석(fact-specific and case-by-case analysis)’이는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 판정은 조사당국이 어떠한 경우에 특별시장상황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

세히 판단한 최초의 WTO 판정이다. 참고로 이 판정 이전에 특별시장상황이 쟁점이 되어 판정

이 내려진 유일한 사건은 EC-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n 

Cotton Yarn from Brazil (42S/15, adopted Oct. 29, 1995)인데, 이 사건은 GATT 체제

하의 사건으로 대상 판정에서 패널은 특별시장상황의 의미와 범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패널은, 제2.2조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서 “시장(market)”은 

국내시장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판매(such sales)”라는 용어가 적절한 비교를 부적

합하게 만드는 국내시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를 곤란하게 하는 특정 상황은, 그 상황이 수출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만으

로 “특별시장상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국내시

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국내시장상황은 제2.2조의 특별시장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정부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상황은 제

2.2조의 특별시장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패널은, 정부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상황이 반드시 특별시장상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으로 적절한 비교가 곤란했는지

호주는 특별시장상황(PMS)으로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곤란하다는 사유

로 덤핑판정에 있어서 국내판매가격을 배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는, 호주는 특별

시장상황으로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곤란했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고 주

장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2.2조에서 ⅰ) 수출국내에서 통상적 국내판매가 존재하지 않거나, ⅱ) 

수출국내에서 통상적 국내판매가 존재하지만 ‘특별시장상황’으로 그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

의 적절한 비교가 곤란한 경우, 또는 ⅲ) 수출국내에서 통상적 국내판매가 존재하지만 국내판

매규모가 적어서 그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은 

수출국내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제3국 수출(third-country sales)이나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상가격을 도출함에 있어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는 3개의 조건(상황)에 대한 패

널의 설시를 보면, 첫 번째 조건은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통상적 거래과정’에서 동종 상품에 

대한 판매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판매가 없는 경우로 보았다. 제2.1조는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통상적 거래과정 밖의 판매는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정상가격

(normal vlaue)은 수출자의 국내시장에서의 동종 상품의 ‘정상’가(‘normal’ price)가 되는 것

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한 US – Hot-Rolled Steel 사건에서도 상소기구의 판정문

을 인용하면서, 통상적 거래과정에서의 판매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될 수 있는 국내가격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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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조건은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

한 비교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덤핑협정 제2.2조의 ‘특별시장상황’과 

‘적절한 비교 허용’의 문구는 상호작용하여 국내판매를 정상가격의 기초에서 배제하는 조건이 

된다고 보았고, 나아가 특별시장상황이 생산원가 인하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생산원가 인하가 

내수와 수출에 동일하게 영향을 준 경우에는 조사당국은 특별시장상황의 국내판매가격에의 영

향을 수출가격에의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호주는 특별시장상황으로 인하

여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곤란하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고, 특별시장상황

의 존재만 밝혔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조건은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통상적 거래과정에서 동종 상품에 대한 판매가 존재

하지만 판매규모가 적어서 그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곤란한 경우를 규정

한 것이라고 보았다. 

수출국내에 국내판매가 존재하는 경우 특별시장상황의 존재를 이유로 정상가격산정에서 그 

국내판매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조사당국은 ⅰ) 특별시장상황의 존재와 ⅱ) 그 특별시장상황으

로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곤란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시

사하고 있다.

2) 정상가격 산정 시 수출자(또는 생산자)의 보관자료에 기초하지 않음(ADA 제2.2.1.1.조7, 

제2.2조)

덤핑판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정상가격은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통상적 

거래과정에서 판매되는 가격(“통상적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지만, ⅰ) 수출국내에서 통상

적 국내판매가 존재하지 않거나, ⅱ) 수출국내에서 통상적 국내판매가 존재하지만 ‘특별시장상

황(PMS)’으로 그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곤란한 경우, 또는 ⅲ) 수출국내에

서 통상적 국내판매가 존재하지만 그 국내판매규모가 적어서 그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제3국 수출

(third-country sales)이나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기초로 한다. 구성가격은 해당 상

품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판매관리비·일반비용(SG&A cost)과 합리적인 금액의 이윤

을 합산한 금액이다(반덤핑협정 제2.1조 및 제2.2조). 

구성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은, ⅰ) 수출자(또는 생산자)의 보관자료(회계자료, 재무자

7 제2항의 목적상,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고 있고 
고려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있는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산출된다. 당국은 조사기간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시한 증거를 포함, 비용의 적절한 
할당에 관한 모든 입수가능한 증거를 고려한다. 단, 이러한 비용의 할당은 특히 적절한 분할상환 및 감가상각기간의 설정, 자본지출 
및 다른 개발비용에 대한 공제와 관련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전례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 따른 
비용할당에 아직 반영되지 못했을 경우, 현재 및/또는 미래의 생산에 혜택을 주는 일회성비용항목 또는 생산개시 가동으로 인하여 
조사기간중 비용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비용이 적절히 조정된다. (Remark 6) 
(Remark 6) 생산개시 가동에 따른 조정은 생산개시 기간의 마지막 시점에서의 비용을 반영하거나. 그러한 기간이 조사기간을 

넘었을 경우 조사기간 동안 당국이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비용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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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등)가 수출국의 일반회계기준(GAAP)에 부합하고 ⅱ) 수출자(또는 생산자)의 보관자료가 상

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normally)” 

수출자(또는 생산자)의 보관자료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반덤핑협정 제2.2.1.1.조). 반덤

핑협정 제2.2.1.1조는 제2.2조상의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통해 정상가격을 도출하

는 과정에서의 생산비 산정을 위한 세부규정이다. 참고로 두 번째 요건에서의 비용(상품의 생

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은 조사대상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수출자의 보관자료가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구성가격을 산정

함에 있어서 수출자의 보관자료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위 

두 요건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만 수출자의 보관자료를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호주는, “통상적으로(normally)”라는 용어는 수출자의 보관자료가 위 두 요건

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통상적(normal and ordinary)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출자의 보관

자료를 무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수출자의 보관자료는 ‘특별시장상황’을 반영하지 않았

으므로 통상적(normal and ordinary)이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는 ”

통상적으로(normally)”라는 용어는 수출자의 보관자료를 무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수출자의 보관자료가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통상적으로(normally)”라

는 용어에 의하여 특정한 상황에서는 수출자의 보관자료는 배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만, 그 특정한 상황을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설시하였다. “통상적으로(normally)”라는 용어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조사당국은 두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두 요건이 충족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보관자료를 무시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호주는 “통상적으

로(normally)”라는 용어에 의존하여 수출자의 보관자료를 무시함에 있어서 두 요건의 충족 여

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보았다.

3) 생산비 산정은 반덤핑협정 제2.2조 위반(제2.2조)

가. 정상가격 산정 시 수출자(또는 생산자)의 보관자료를 제3국의 펄프 수출가격으로 대체

호주는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출자의 실제 생산비에 기초하지 않고, 브라질 및 남

미의 대 중국 및 한국 펄프8 수출가격에 기초하였다. 반덤핑협정 제2.2조에 의거 수출자의 실

제 생산비를 제3국의 투입요소 수출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브라질 및 남미의 대 중국 및 한국 펄프 수출가격은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

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호주는, 인도네시아에는 실제 생산비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가격이나 수입가격이 없었고, 펄프 국내가격은 기밀사항으로 사용될 수 없었고, 

펄프 수입가격도 시장왜곡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고, 제2.2조의 “원산

지국에서의 생산비” 산정의무는 제2.2.1.1조의 수출자의 보관자료에 기록된 비용을 사용할 의

8 펄프는 복사 용지 생산의 투입요소(원재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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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다는 넓기 때문에 펄프 생산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펄프 벤치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으며, 비록 대체적 생산비(브라질 및 남미의 대 중국 및 한국 펄프 수출가격)라는 외부자료

에 기초하였지만, 정상가격 산정에서 사용된 펄프 벤치마크는 인도네시아에서의 A4 복사 용지 

생산비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제2.2조”에 의거 인도네시아의 A4 복

사 용지 생산자들의 실제 펄프 비용을 제3국 펄프 수출가격9으로부터 도출된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패널은, EU-Biodiesel (Argentina)에서의 상소기구 판단10을 인용하여 제2.2조에서의 “원

산지국에서의 생산비(cost of produ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는 “원산지국에서 무

엇인가를 생산하는데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하였고, 

제2.2.1.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normally)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는 수출자의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EU-Biodiesel 

(Argentina)에서 상소기구의 다음 판단11을 인용하였다. 

“제2.2.1.1조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의 보관자료에 기초하여 생산비를 산정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거나 수출자(또는 생산자)로부터 적절한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는 특정 상황에서는 조사당국은 다른 

대안에 기초하여 생산비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패널은, 앞의 쟁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호주는 구성가격을 도출함에 

있어서 A4 복사 용지 생산비 산정에서 수출자의 펄프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제

2.2.1.1조 제1문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EU-Biodiesel (Argentina)에서의 

상소기구 판단에 동의하는데, EU-Biodiesel (Argentina)에서의 상소기구 판단에 비추어 볼 

때, 호주는 제2.2조에서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3국 펄프 수출가격을 인도네시아 수출자

의 펄프 비용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브라질 및 남미의 대 중국 및 한국 펄프 수

출가격을 인도네시아 펄프 생산비의 출발점으로 사용한 것은 제2.2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산지국생산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제2.2.1.1조에 따라 수출자의 보관자

료를 기초로 산정하고, 수출자의 보관자료를 사용할 없는 경우에만 다른 대체적 수단에 의해 

생산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cost of 

produ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당국은 제2.2.1.1조에 따

라 수출자의 보관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벤치마크 생산비 등의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펄프 벤치마크 생산비에서 이윤의 조정

인도네시아는 수출자의 실제 생산비를 대체하기 위한 펄프 벤치마크 생산비는 각 수출자의 

9 브라질 및 남미의 대 중국 및 한국 수출가격

10 Appellate Body Report, EU – Biodiesel (Argentina), para. 6.69.  

11 Appellate Body Report, EU – Biodiesel (Argentina), para.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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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상황(인도네시아 수출자들은 펄프생산자들과 결합회사(integrated) 또는 관계회사

(affiliated)의 관계)’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윤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Indah 

Kiat는 결합회사(integrated company)이기 때문에 펄프 벤치마크 생산비에서 이윤은 공제되

어야 하고, Pindo Deli는 관계회사(affiliated company)이기 때문에 펄프 벤치마크 생산비의 

이윤 부분은 공제 또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패널은, 호주가 수출자의 보관자

료를 배제한 것은 제2.2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펄프 벤치마크 생산비(대체적 생산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Indah Kiat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결합회사(integrated parties)이기 때문에 펄프 생산은 

제지 생산을 위한 중간단계12에 불과한바, 펄프 벤치마크 생산비에서 이윤은 공제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윤 요소를 포함하는 대체적 생산비(벤치마크 생산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합리적·적합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Pindo Deli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Pindo Deli는 관계회사(affiliated parties)로부터 펄프

를 구매13했는데, 통상적 거래과정에서의 독립당사자 간 거래(arm's-length transaction)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윤을 포함하는 펄프 벤치마크 생산비를 사용하는 

것은 Pindo Deli의 생산비에 있어서 대표성이 없고, 벤치마크 생산비에서 이윤 금액은 공제되

거나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호주의 조치가 제2.2조 위반이라는 것에 대한 1

차적 증명책임은 인도네시아에 있고, 증명의 정도는 “prima facie case(추정적 증명)”인데, 

인도네시아는 ‘이윤을 포함하는 대체적 생산비를 사용한 것’이 제2.2조를 위반했다는 것에 대

한 “prima facie case”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Pindo Deli

는 관계회사(affiliated parties)로부터 펄프를 구매했다는 주장 및 통상적 거래과정에서의 독

립당사자 간 거래(arm's-length transaction)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배치된다고 

보았고,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14 

다. 우드칩 생산비 대신 펄프 생산비 대체

호주는, Indah Kiat의 구성가격 산정에서 수출자의 보관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벤치마크 생

산비에 기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우드칩(woodchips) 생산비를 대체하지 않고 펄프(pulp) 

생산비를 대체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제2.2조에서는 조사대상 생산자에 대한 생산비 산정 의무

를 규정하고 있는데, Indah Kiat에 대해서는 왜곡된 생산비를 다른 생산비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펄프 생산비를 대체할 수는 없고, 펄프 생산의 직접 투입 요소인 우드칩

(woodchips) 생산비를 대체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호주가 Indah Kiat의 우드

12 A4 복사용지 생산 공정을 보면, Indah Kiat의 펄프 생산부문에서 제지 생산부문으로 이윤 없이 펄프 생산원가에 양도한다. Indah 
Kiat의 경우 펄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Indah Kiat의 경우와는 달리 Pindo Deli는 타회사로부터 펄프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래에 
의해 펄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Pindo Deli는 관계회사(affiliated parties)로부터 펄프를 구매했지만, 공정한 거래로 구매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구매에는 납품업체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벤치마크 생산비에서 이윤 금액을 공제(또는 조정)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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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생산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적시하였다. 

호주는, Indah Kiat의 우드칩 생산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자료는 

1개월 간의 우드칩 생산에 투입된 요소로 펄프의 가격 및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

장하였다. 그리고 호주는 반덤핑협정 또는 제2.2조에서는 본건에서 펄프 생산비 대신 우드칩 

생산비를 대체해야 한다고 해석될 만한 조항이 없고, 수출자의 보관자료에 기초하여 생산비를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 제2.2조에서는 조사당국이 어느 것에 기초하여 생산비를 산정해야 하는

지(또는 생산비를 산정하는 특별한 방법)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15, 조사당

국이 펄프 생산비 대신 우드칩 생산비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본건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

였다.

패널은, 인도네시아는 특별시장상황(PMS)으로 인한 시장왜곡에 의해 수출자의 보관자료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제2.2조의 “원산지국에서의 생

산비(cost of produ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사용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

하였다. 패널은 EU-Biodiesel (Argentina)의 상소기구에서는 조사당국은 특정 상황(certain 

circumstances)에서는 생산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수출자 보관자료 이외의 정보에 기초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를 산정해야 하는 의무에 구속된다고 판단하

였다는 것을 확인하며, EU-Biodiesel (Argentina)의 상소기구의 다음 판단16을 인용하였다.

“제2.2.1.1조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의 보관자료에 기초하여 생산비를 산정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거나 수출자(또는 생산자)로부터 적절한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는 특정 상황에서는 조사당국은 다른 

대안에 기초하여 생산비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2.2조에서는 조사당국이 어느 것에 의존할 수 있는지 명확하

게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사당국은 국내외정보를 포함한, 수출자(또는 생산자) 보관자료 

이외의 정보에 기초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조사당국이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를 원산지국 밖의 

생산비로 단순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반덤핑협정 제2.2조와 GATT 1994 제

VI:1(b)(ii)조는, 판정(determination)의 대상은 "원산지국의 생산 비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어

떤 정보를 사용하든 간에, 조사당국은 그러한 정보가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해

야 한다. 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사당국은 수집한 정보를 조정(adapt)해야 한다.”

패널은, 생산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보관자료에 포함된 정보 이외의 정보를 사용하

는 경우에, 조사당국은 그 정보를 적절하게 조정(adapt)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2.2조에 

의해 조사당국은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cost of produ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에 도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따라 조사당국은 수출자의 보관자료를 대체하기 위한 

모든 이용가능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조사당국은, 조사대상 수출자(또는 생산

자)에 대한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대체 정보를 가능

하면 많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15 호주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생산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다른 잠재적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덤핑협정에서는 조사당국으
로 하여금 특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16 Appellate Body Report, EU – Biodiesel (Argentina), para.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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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생산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다른 잠재적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덤핑협정

에서는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패널은, 호주의 주장에 반대하며, 제2.2조에 의해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 산정에 있어서 조사당국이 왜곡된 생산

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조사당국이 가능한 범위까지 왜곡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용을 사용하도록 

이용 가능한 대안들(수출자 보관자료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들)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

은 호주의 주장과는 달리 Indah Kiat에 대한 우드칩 생산비 자료는 전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존재하였고, Indah 

Kiat의 시장왜곡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생산비 요소(노동, 에너지 등)와 연결하여 우드칩 생산비 대체자료 사용을 

고려했어야만 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Indah Kiat의 A4 복사 용지 생산비 산정에서 우드칩 생산비를 대체

하지 않고, Indah Kiat의 다른 내부적 펄프 생산비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주의 설명이 없는바, 호주는 

제2.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라. 결론

호주는 Indah Kiat와 Pindo Deli의 보관자료를 부적절하게 배제하였고, A4 복사 용지의 

생산비를 산정함에 있어 Indah Kiat와 Pindo Deli의 펄프 생산비 산정을 위하여 브라질 및 

남미의 대 중국 및 한국 펄프 수출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2.2조를 위반

하였다. 그리고 Indah Kiat는 결합생산자로서 펄프를 원가에 취득하였다는 증거에도 불구하

고, 호주는 Indah Kiat의 A4 복사 용지 생산비 산정에서 Indah Kiat의 보관자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펄프 벤치마크 생산비에서 이윤을 공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주의 조치는 제2.2조에 위반된다. 다만, Pindo Deli의 A4 

복사 용지 생산비 산정에서 Pindo Deli의 펄프 생산비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 펄프 벤치마

크에서 이윤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제2.2조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을 인도네시아는 밝히지 못

하였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인도네시아의 왜곡된 생산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

제하에, 호주는 Indah Kiat의 A4 복사 용지 생산비 산정에서 우드칩 생산비를 대체하지 않

고, Indah Kiat의 다른 내부적 펄프 생산비를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합리적·적절한 설명

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주의 조치는 제2.2조에 위반된다. 

4) 덤핑마진 초과한 반덤핑관세 부과(반덤핑협정 제9.3조17, GATT 1994 제6조제2항18)

인도네시아는, 정상가격 산정 오류의 결과 제2조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반덤핑관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고, 이는 반덤핑협정 제9.3조 및 GATT 1994 Ⅵ:2의 상한선(chapeau) 규

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덤핑조치가 제2.2조 및 제2.2.1.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경

우에도 제9.3조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인도네시아는 다수의 상소기구 

판정19에서 제2조 위반이 판단된 경우에도 제9.3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7 반덤핑관세의 금액은 제2조에 따라 정해진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8 In order to offset or prevent dumping, a contracting party may levy on any dumped product an antidumping 
duty not greater in amount than the margin of dumping in respect of such product.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margin of dumping is the price differenc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19 Appellate Body Reports, EU – Biodiesel (Argentina), para. 7.5; US – Zeroing (EC), para. 263(a)(i); and US – Zeroing 
(Japan), para. 1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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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에서 위 상소기구의 판정문을 검토한 결과 제2조 위반에 대한 판단 외에 제9.3조 위반

에 대한 판단을 했지만, 제2조 위반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제9.3조 위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패널에서는 제2조 위반의 판단에도 불

구하고 제9.3조 위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심리하였다. 패널은 호주의 정상가격 

산정 및 원산지국의 생산비 산정은 제2.2조 및 제2.2.1.1조 위반이라는 판단을 확인20하고, 제

9.3조 및 및 GATT 1994 Ⅵ:2에서의 인도네시아 주장은 제2.2조 및 제2.2.1.1조 위반에 대한 

패널의 판단에 달려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일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제

9.3조 및 및 GATT 1994 Ⅵ:2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 없다고 보고, 사법경제권

(judicial economy)21을 행사하여 인도네시아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였다. 

20 이 사건 쟁점에 대하여 패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① 정상가격 산정에서 호주는 Indah Kiat와 Pindo Deli의 펄프 구성요소를 무시했는데, 이는 제2.2.1.1조 위반.
② 호주의 다음 조치는 제2.2조 위반.

ⅰ) 특별시장상황의 존재를 이유로 국내판매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음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특별시장상황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내판매가 적절한 비교를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심사 없음. 

ⅱ) 그렇게 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ndah Kiat에 대해서 어떠한 이윤 조정도 하지 않고, Indah Kiat에 대해서 펄프 
비용 대신 우드칩 비용 대체를 고려하지 않고, 제3국 펄프 비용 벤치마크를 사용함으로써 Indah Kiat와 Pindo Deli에 
대한 원산지국 생산비 산정에 실패함.

21 “사법경제권(judicial economy)”은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패널이 경제적 효용을 위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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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s. U.S – Facts Available 사건 

(DS539, 2021.1.21. - 패널보고서 회람)

작성자: 김성중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 사건개요

이 사건은 미국의 불리한 이용가능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 AFA) 적용에 대해 한국

이 제소한 사건이다. 한국은 4건의 반덤핑(도금강판, 냉연, 열연, 변압기) 및 2건의 상계관세

(냉연, 열연)와 관련된 미국 상무부의 원심 조사 및 연례재심에서 상무부가 이용가능사실을 적

용하여 불리한 추론을 적용한 각 조치(“as applied”)와, 미 상무부가 불리한 이용가능 사실을 

적용해 온 실무관행 자체(“as such”)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국은 문제가 된 6건의 원심 조사 및 연례재심에서 “미국 상무부가 이용가능사실(FA)에 의

존(resort to)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상무부가 이후 누락된 

정보에 대한 대체 사실을 선정한 것(selection of the replacement facts)은 WTO 반덤핑협

정, 보조금협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미 상무부가 불리한 이용가능사실

을 적용하여 온 실무관행 또한 규범(rule or norm) 또는 지속적인 행위(ongoing conduct)로

서 ‘as such’ 제소대상에 해당되어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AD 6.8조1, Annex II/ SCM 12.7조2 – Facts Available 적용 조건 충족 여부 및 

Selection of Replacement Facts의 적정성

가) 도금강판 AD

의무 답변자(mandatory respondents)의 하나였던 현대제철은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위

해 미국 내에서 추가가공 후 관계사에 판매되는 거래를 추가가공 관련 답변(Section E)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 내 추가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관계고객에게 판매된 물품만으로 

1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부속서 2의 규정이 준수된다.

2 이해당사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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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률을 산출하는 “대체적인 계산방법(alternate calculation method)”을 적용해 줄 것과, 

Section E 답변을 해야 할 경우 답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상무부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미국 내 도금 추가가공거래가 전체 도금 미국수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현대제철이 반복적으로 부실하고 사용 불가한 데이터를 제출하

였으며, 데이터 제출시 마다 기존 제출자료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

음으로써 상무부의 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덤핑마진 산출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보아 

AFA를 적용하였다.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Section E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할 때 현대제철이 거듭 제기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조사당국이 요청되는 정보 및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해야 

함을 규정한 Annex II의 1항3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

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AFA가 적용가능하나, 패널은 

Annex II의 1항이 6.8조 적용의 전제(precondition)가 되므로 상무부가 Annex II 를 준수하

지 못한 상황에서는 6.8조 적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미국이 6.8조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나) 냉연 AD

의무답변자의 하나였던 현대제철은 냉연제품의 운송서비스 중 일부를 관계회사(G)로부터 공

급받은 바 있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G사로부터 제공받은 운송서비스 가격의 적정성

(arm’s length nature)을 판단하기 위해 G사가 비관계사인 제3의 업체와 거래한 물류비용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현대제철은 G사가 해당 자료의 제출을 거절했으며, G사

와 현대제철간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으므로 G사의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G사의 주주명부와 임원현황을 검토하고 양사가 같은 가족구성원

에 의한 공동 지배(common control)하에 있다고 판단, G사가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에 협조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현대제철이 G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상무

부의 자료제출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류서비스 비용에 AFA를 적용하였다. 

패널은 현대제철이 미국 상무부의 질의에 대응하여 제공한 정보가 Annex II 제3항의 기준

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모든 정보는 미국 상무부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 현대제철의 

Section B, C 답변서의 일부거나 미국 상무부의 검증 요청에 따라 제공된 정보였으며, 이 정

보는 검증가능하며 부당한 어려움 없이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

3 1. 조사개시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한 조사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 이용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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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었으므로, 상무부가 이 정보를 배척한 것은 Annex II 3항4 1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패널은 Annex II 3항이 6.8조 적용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미 상무부는 6.8조도 위반하

였다고 판정했다. 

한편, 상무부는 현지실사 시 제품 특성치 Spec D, E, H 및 일부 Spec C 값이 잘못 보고되

거나 일관성 없이 보고되었다며 미국수출 거래 중 Spec C 값이 문제된 거래에 대해 다른 고율

의 덤핑률을, 내수판매 데이터 중 Spec D, E, H 값이 문제된 거래에 대해 가장 높은 제조원가

(COM)를 적용하였다. 

패널은 6.8조가 적용되려면 제출되지 않거나 거부된 ‘필요한 정보’와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 

‘이용가능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there has to be a connection between the 

'necessary information' that is missing and the particular 'facts available' on 

which a determination … is based)고 전제하고, Spec D, E, H 관련해서는 상무부가 문

제된 부정확한 데이터와 AFA로 적용된 제조원가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6.8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한편, 패널은 Spec C 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미국 

상무부가 이용가능한 사실에 의존한 것이 반덤핑 협정 Annex II의 3항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했다. 즉, Spec C 가 문제된 거래에 대하여는 6.8조와 Annex II 

3, 5, 65항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를 검증할 수 없고 해당 판정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국 상무부가 Facts available 적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적법하

다고 판단했다. 다만, 패널은 단순히 피조사자의 비협조만으로 미제출 자료를 대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조사당국이 이용가능 사실들 중에서 합리적인 대안(reasonable re-

placement)이 무엇인지를 검토(reasoning and evaluation)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

제하면서, 미국 상무부의 판정보고서(Issues and Decisions Memorandum)에 이러한 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6.8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다) 열연 AD

냉연 AD와 같은 맥락에서,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G사로부터 제공받은 운송서비스 가격의 적

정성(arm’s length nature)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현대제

철은 G사의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G사가 제공한 서비

스의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상무부의 자료제출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 3. 검증가능하며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되었으며, 적용이 가능한 경우, 
당국이 요청하는 특정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제출된 정보는 판정이 내려질 때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선호되는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국이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선호되는 매체나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5 5. 이해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록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은 당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서는 아니된다.

6. 증거 또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즉시 그 이유를 통보 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내에 추가설명
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경우 조사시한이 적절히 고려된다. 당국이 이러한 설명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증거 또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공표된 판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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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서비스 비용에 AFA를 적용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Annex II의 1항은 조사당국이 당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명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 상무부가 검증(verification) 전에 비관계사와 관계사

의 계약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Annex II 1항을 위반했다고 판정

했다. 아울러 Annex II 1항이 6.8조 적용의 전제가 되므로 상무부가 6.8조도 위반했다고 판

정했다. 

라) 냉연/열연 CVD

(1) 원재료 공급 관계사 현황 보고 

상무부는 조사대상자인 포스코에게 포스코와 상호소유(cross-owned) 관계에 있는 자회사 

목록을 요구하고, 포스코의 냉연, 열연 생산과정에서 들어가는 원료를 공급하는 관계사 현황을 

질의하였다. 이에 포스코는 냉연 및 열연과 관련한 상호소유 자회사 목록 및 비즈니스 현황을 

제공하였고 주원료에 대한 관계사 구매가 존재했으나 모두 외국에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포스

코에 원료를 공급하는 국내 관계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포스코는 부연료 공급사에서 공

급받은 부연료가 CFR 351.525 (b)(6)(ⅳ)에 규정된 ‘primarily dedicated input’ 기준을 충

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초하여 부원료 공급사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상무부는 냉연 실사에

서 포스코가 상호소유 자회사에 대한 사항을 답변서에 적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고 포스코의 해당 정보 접수를 거부했다. 열연의 경우에도 포스코는 상호소유 계열사의 원재

료 공급 관계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상무부는 미국법에 따라 새로운 사실 정

보를 마감일 이후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의 접수를 거절했다. 상무부는 관련제품

(downstream product)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를 제공한 부원료 공급사들이 보고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각각 AFA를 적용했다.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의 필요정보에 대한 접근거부 및 미제출에 대해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여 AFA 적용 조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미 상무부가 

대체사실(replacement facts) 선정에 있어 상무부에 제출된 모든 정보(포스코가 제출한 원 답

변에는 관계사를 반영한 결합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었고, 실사 과정에서도 관계사 관련 정보

가 제출된 바 있었다)를 고려하지 않았고, 관계회사들이 제공한 원료가 냉연 제품 생산에 

“primarily dedicated”된 것으로 만연히 간주하여 관계회사들에 지급된 보조금이 대상 제품

에 귀속되어 상계조치가 가능하다고 파악한 것은 SCM 협정 12.7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패널은 열연 조사의 경우에도 포스코가 제출시한 이후에 관계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만으

로는 SCM 12.7조의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패널

은 실사에서 지적되고 나서야 자료를 제공하려 했다는 미 상무부의 주장과 달리, 포스코는 실

사 이전에도 자료 제출을 시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상무부가 포스코의 자료 제출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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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최종판정에서 이러한 자료 제출을 거절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

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상무부가 SCM 협정 12.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 경제자유구역(FEZ) 내 수혜 시설 유무

상무부는 경제자유구역(FEZ)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제공된 혜택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행했

다. 포스코는 최초 답변시 FEZ에 위치한 관련 시설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사 과정에서 포스

코 글로벌 R&D 센터가 인천 FEZ에 위치하고 있음이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되었고 상무부는 이에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혜택을 입은 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을 시도하였으나 상무부는 이를 거절하고, 포스코의 미보고 사실을 AFA 적용의 근거로 삼았다. 

패널은 한국정부의 답변자료에서 포스코가 FEZ 내 위치함으로 인해 어떠한 세금 감면 및 

면제, 임대료 감면 및 면제,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언급했으며, 상무

부의 주장대로 한국 정부의 답변이 모호하였다면 상무부가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에 추가적인 

해명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판단하였다. 열연 CVD와 관련해서도, 패널은 포스코가 실사 이전

에 FEZ 내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정보를 제출하려는 노력을 한 점을 확인하고, 미국 상무

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AFA 적용 요건이 충족되

지 못하여  12.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 대우인터내셔널의 차입금 보고

상무부는 조사과정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 및 한국석유공사(KNOC)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프로그램 상세내역 및 차입금 벤치마크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포스코는 요구사

항을 잘못 이해하여 2건의 해외 개발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원답변에서 누락했다. 실사 절차에

서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DWI, 포스코 그룹에 인수되어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KORES, KNOC 로부터의 차입금 프로그램은 조사대상 제품(냉연, 열연)과 관련성이 없어 상

계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보고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부 세부 내용을 정정(minor cor-

rection)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나, 상무부는 DWI의 수정사항이 ‘사소한’것이 아

니므로 수락을 거부해야 한다는 조사신청 업체(Nucor)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DWI가 제출한 

내용을 거부하였다. 결국 이를 기초로 상무부는 AFA를 적용하였다.

패널은 상무부가 KORES의 대출 프로그램이 비대상 상품과 묶여있다는 포스코의 주장을 고

려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보를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

았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대출 프로그램이 냉연 생산과 무관함을 시사하는 증거 기록에 비추

어 볼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당국이라면 본건 정보를 배척하는 타당하고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고 확인 노력을 했을 것인 바, 이러한 배척 이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미국 상무부는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한 조사기관이 취했어야 할 행위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SCM 12.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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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용량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 AD 

(1) 2차 연례재심 

미국 상무부는 당초 제2차 연례재심의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입(Service-related Separate Revenue)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개별 계약

에 따른 통합된 단위 가격(gross unit price)가 최종 덤핑마진 산정의 적절한 근거가 되고, 제

품과 구별되는 서비스 관련 수입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변압기 판매계약 조건에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AFA를 적용하지 않았다(현대중공업 

4.07%). 그러나 미국 신청인측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재판정 절차(remand proceedings)

에서 상무부는 입장을 변경하여 현대중공업이 서비스 관련 별도 수입을 보고하지 않았음을 이

유로 AFA를 적용하여 현대중공업에게 25.51%의 덤핑마진율을 산정하였다. 

패널은 당초의 최종판정에서 상무부가 현대중공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

다가, 재판정 절차에서는 제출된 정보를 배척하면서 그 배척 사유를 즉시 알리지 않았고, 조사

기간을 고려하여 합당한 기간 내에 추가 설명을 제공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

다. 패널은 이러한 상무부의 조치는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정보가 조사당국에 의해 거부된 경우 

그 이유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AD 협정 Annex II의 6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2) 3차 연례재심

현대중공업은 제1차 및 제2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변압기의 판매계약서 상 변압기 설치 

등 부수 서비스 제공이 변압기 본체와 하나의 합쳐진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

할 수 없으며 이는 제품 주문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서비스 등 수입 항목이 

분리된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이후 서비스 항목이 포함된 변압기 판매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현대중공업은 서비스 관련 수입에 대한 별도 보

고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해당 항목에 대한 가격이나 비용이 표기된 3,000쪽에 달

하는 분량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였다.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 종전 연례재심에서 현대중공업이 

서비스 등 별도 항목을 보고하지 않아 미국 수출가격이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별도 보고를 요구

한 것이라고 하면서, 3차 질의서 송부 이전에 현대중공업의 답변서에서 별도의 서비스 항목과 

그에 상응한 가격/수입이 표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이 현대중공업이 보고한 비용

보다 높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가격을 부풀려 보고한 것이라는 의심이 있고 보고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AFA를 적용하였다.

패널은 현대중공업이 3차 질의를 받기 전까지는 서비스 항목이 분리된 자료 제출 요구를 받

지 못하였으며, 3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한 worksheet는 상무부가 제시한 시한 내에 

제출되었고, 상무부는 동 worksheet에서 어떠한 정보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하여 현대중공업

측에 추가/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상무부가 현대중공

업이 제출한 서비스 관련 수입에 대한 정보를 고려함이 없이 배척한 것은 Annex II 3항 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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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속서 II의 3항이 반덤핑 협정 6.8조의 전제 조건이므로 상

무부는 6.8조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이 내수판매 자료에서 특정 부품(local control panel)을 누락하여 판

매가격을 축소 보고한 점도 AFA 적용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현대중공업이 변압기의 구성요소

인 특정 부품을 내수시장 판매 자료에서는 누락한 반면 미국 판매 통합단위가격에는 포함했는

데 이로 인해 정상가격 또는 덤핑마진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보고한 내수가격을 보

완할 수 있는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패널은 일부 내수판매 보고자료에서 특정 부품이 누락된 것이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를 곤란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고 누락이 있다고 하여 전체 데이터의 신뢰성을 손상

시키는 심각하고(serious) 체계적인(systemic) 보고 오류의 패턴(pattern)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미 상무부가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상무부의 조치는 6.8

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상무부는 부속품 및 액세서리의 가격 및 원가를 별도로 보고하지 못한 점도 AFA 적용의 근

거로 제시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액세서리가 부속품으로 변압기에 온전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액세서리 가격과 비용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다가, 상무부의 3차 질의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받아 액세서리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이 액세서리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면 이를 상무부에 질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제출한 자료는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보아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자료를 배척하였다.

패널은 상무부가 "액세서리"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요구

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specifiy in detail the information required)’을 규정한 

Annex II 1항에 위반되며, Annex II 를 전제로 하는 AD 협정 6.8조에도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상무부는 판매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판매 및 비용 관련 문서를 제공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현대중공업이 미국 판매를 위한 국내 운송과 관련된 송장을 제공하지 않았고, 해송 운임 및 해

상 보험 비용의 경우 미국 관세청(CBP)에 제출한 가격과 상무부에 제출한 가격에 차이가 있었

고, 국내 및 미국의 판매대리인 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탁수수료 관련 핵심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내수시장에서 설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 하였으며, 내수 시장에서 

국내운송비 송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AFA 적용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상무부가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자료를 수용하지 않았고, 현대중공업에게 합

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상무부의 조치는 

Annex II 6항 및 협정 6.8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3) 4차 연례재심

-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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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변압기의 가격과 원가를 main body, accessories, spare part 로 구분하여 보

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대중공업은 상무부가 요구하는 보고를 위해서 상무부가 액세서리

의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a) 사실상 “액세서리”의 객관적

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b) 3차 재심 최종판정에서 액세서리에 대한 정의를 상무부에 질

의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였다는 것을 AFA 적용 근거 중 하나로 지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러나 현대중공업의 요청에 대하여 상무부는 액세서리의 정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

면서, 현대중공업의 판매 관련 문서에서 액세서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조사대상 

답변자인 효성이 액세서리 정의를 답변서에 보고했다고 지적하였고, 현대중공업이 수 차례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액세서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하였다. 

패널은 상기 3차 연례재심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게 상무부가 "액세서리"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부속

서 II의 제1항에 위반되며, 결과적으로 협정 6.8조에도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의 내수판매 중 계약이 변경되어 계약금액 총액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

라 변압기 판매가격도 증액되어야 하는데, 해당 증액금액을 보고하지 않고 최초 계약금액을 보

고하여 결과적으로 내수 판매가격을 과소 보고하였다는 점도 AFA 적용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패널은 상무부가 현대중공업이 제공한 정보가 "불확실"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는 바, 현

대중공업에 "조사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설명"을 제공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Annex II 6항에 위반되며, 결과적으로 6.8조 역시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의 미국 내 판매 대리인 중 하나가 현대중공업의 관계사인데도 이를 관

계사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AFA 적용의 근거로 주장하였다. 관계사로 판단한 근거로 상무

부는 (a) 해당 판매 대리인의 직원이 현대중공업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b) 해당 판매 대

리인의 직원이 현대중공업의 사업부 및 직위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했다. 

패널은 상무부가 해당 판매 대리인과 현대중공업은 관계사가 아니라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현대중공업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설명"을 제공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Annex II 6항 및 협정 6.8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 효성

상무부는 효성이 일부 수출 건에 대해서만 OAF (Order Acknowledgement Form)를 제

출하였으며, 제출한 OAF는 전체가 아닌 일부이며, 읽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보았다. 서비스 

매출 등 계약서 내 세부 내역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인 OAF에 대한 제출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효성이 조사의 진행을 중대하게 방해한 것으로 보아, total AFA를 

적용한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OAF가 서비스 매출 등을 파악할 적절한 근거자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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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정보를 배척하는 사유를 효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효성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설명'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Annex II 6항 및 6.8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효성의 답변서에서 동일한 인보이스 번호가 여러 건의 수출에 존재함을 발견하였

으며, 이에 대한 이유를 효성에 질의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효성이 인보이스 중복 문

제가 있는 건들에 대한 OAF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효성측 답변의 신뢰성을 현저히 낮추는 일

이며 조사의 진행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AFA를 적용한다고 판정했다.

패널은 상무부가 문제가 된 인보이스의 결함에 대해 효성에 “즉시” 알리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Annex II 6항 및 제6.8조를 위반했다고 판

단했다.

상무부는 추가질문을 통해 받은 일부 수출건의 전체 판매 증빙을 검토한 결과, 일부 가격조

정과 할인 내역이 보고되지 않음을 문제 삼았다. 효성은 위 항목들은 구매계약서 작성시점에 

거래처와 협상의 시점에 발생한 것이므로 상무부가 정하는 가격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 하였으나 상무부는 가격조정 항목의 불성실한 보고로 효성이 조사의 진행을 중대하게 방

해하는 행위인 것으로 보아, AFA 적용의 근거로 삼았다.

패널은 상무부가 효성에게 답변의 결함을 즉시 알리지 않았고 효성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

에 추가 설명"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Annex II 6항 및 6.8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2) AD 9.4조6 – Selection of an “All Others” Rate

상무부는 규정상 조사대상업체에 대해 산정한 덤핑률이 모두 영(zero), 미소마진(de mini-

mis) 또는 전적으로 Facts Available을 적용하여 산출된 경우, 다른 비조사대상업체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덤핑률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의무답변자인 현대중공업과 효성 모

두에게 AFA를 적용하여 덤핑률 60.81%가 산정된 4차 재심에서 비조사대상업체인 일진전기, 

LS산전에게 적용될 All others rate를 의무답변자에게 적용된 AFA 덤핑률(60.81%)로 판정하

였다.

패널은 상무부의 all others rate 산정은 반덤핑협정 9.4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9.4

조에 따르면 “all others” rate 계산에 zero, de minimis, FA 마진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

고 있으나, 조사당국이 결정한 모든 마진율이 zero, de minimis, FA 마진율인 경우의 계산방

6 9.4 당국이 제6조 제10항의 둘째 문장에 따라 검사를 제한하는 경우 검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또는,
(2) 반덤핑 관세의 지불 책임이 예상되는 정상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경우, 선정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적

으로 검사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간의 차이, 
단, 이 항의 목적상 당국은 영의 마진 및 최소허용마진과 제6조 제8항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덤핑마진은 무시한다. 
당국은 제6조 제10항 제2호에 규정된대로 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세 또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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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패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9.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미국측 주장은 DSU 3.2조와 반덤핑협정 9.4조에 반한다고 보고, 상무부의 조치는 

all others rate 계산에 사용될 수 없는 마진율(=AFA rate)을 사용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9.4

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3) 不文의 조치(Unwritten Measure)에 대한 “As Such” 제소 

한국은 미국 상무부의 명문화되지 않은 AFA 조치가 그 자체로 (“as such”) WTO 반덤핑협

정 6.8조 및 Annex II, WTO 보조금협정 12.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AFA 조치의 

증거로 미국 국내법, 미국 상무부 반덤핑조사 매뉴얼, 미국 국내법원 판례, 미국 상무부 결정문 

등이 “일반적이고 미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rule or norm of 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 또는 “현재 진행중인 행위(ongoing conduct)”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as such” 주장은 앞에 살펴본 “as applied” 주장과 비교했을 때 회원국들이 특정 조치를 앞

으로 취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아래와 

같은 근거로 한국의 as such 제소를 기각하였다. 

패널은 한국이 조사 비협조 결정과 상무부의 AFA 적용 간의 “자동적 연결 (automatic 

link)”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또한 미국의 AFA 조치가 “AFA 규정 (AFA norm)”

이든, “진행중인 AFA 행위 (ongoing AFA conduct)”이든 간에 이러한 명문화되지 않은 조치

가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은 한국이 제시한 (i)2015년 TPEA 개정을 반영한 Section 776 of the Tariff Act of 

1930 (9 U.S.C 1677 (e)) 등의 법률 조항; (ii) 미국 상무부 반덤핑조사 매뉴얼; (iii) 미국 법

원 특정 판례; (iv) 미국 상무부의 AD/CVD 결정 등이 이러한 명문화되지 않은 조치의 정확한 

내용을 증명하는지를 검토했다.

우선 미국 법률 조항과 관련해서, 한국은 이 법률 조항들이 미국 상무부로 하여금 WTO협

정에 불합치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명문

화되지 않은 조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한국의 시도는 “상식적이지 않다 (nonsensical)”고 반

박했으나, 패널은 명문화되지 않은 조치가 존재한다는 증명을 위하여 법률 조항을 증거로 사용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패널은 미국의 법률 조항의 내용이 미국 상무부로 하

여금 WTO 협정에 불합치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한

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 반덤핑조사 매뉴얼과 관련해서 패널은 매뉴얼 내용상 본 매뉴얼이 상무부 관행

을 증명하기 위해 인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매뉴얼의 논조도 미국 상무부가 조사 비협

조에만 근거해서 조사 비협조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사실을 채택하도록 요구 (require)하지 않

는다는 점을 들어서 한국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한국이 인용한 미국 국내법원 판례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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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패널은 특정한 대체 사실로 실제 반덤핑률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 상무부 반덤핑조사 매뉴얼과 법원 판결들은 한국이 문제삼은 AFA 조치의 정확한 

내용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TPEA 502조 발효 후 AFA가 적용된 319건의 미국 상무부 판정례도 미국 정부의 명

문화되지 않은 관행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한국은 319건 중 적어도 306건의 결정례에서 미국 

상무부의 정보 제출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내용의 문언 (boilerplate lan-

guage)을 사용해서 AFA를 적용했으며, 이러한 문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협조와 AFA 

적용 사이의 자동적 연결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은 한국이 제공한 데이터베이스

의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문제된 조사 건들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패널은 한국이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미국 상무부의 AFA 적용이 한국이 주장하

는 것과 같이 “조사 비협조=AFA 적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또한 “as such” 주장의 성격에 대해 검토하였다. 패널은 한국의 문제제기는 미국 상

무부가 대체 사실 선택시 재량권 범위를 규정하는 법규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미국 

상무부의 재량권 행사가 WTO규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보았

다. 따라서 문제된 조치로 인해 미국 상무부가 향후에도 개별 사건의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무

조건 WTO규정에 위반되는 대체 사실 (replacement fact)을 선택할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이 제시한 319건의 미국 상무부 결정례들은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한국이 제출한 사건 DB는 “adverse inferences”와 “adverse facts available”의 

관계가 항상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패널은 한

국이 미국의 “AFA 규범 (AFA rule / AFA norm)”의 존재를 구체적 내용을 통해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정하고, 한국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다.

패널은 한국이 “진행중인 AFA 행위(ongoing conduct)”의 존재 관련 주장도 한국의 AFA 

규범(rule or norm) 관련 주장과 동일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주장했으며, 한국도 이를 인정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패널은 WTO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진행중인 행위”는 “현재 발생한 

행위 및 미래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이며, 한국이 제시한 자료들에 따

르면 미국의 조치는 “ongoing conduct”보다는 “rule or norm”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적

절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AFA 조치의 규범성을 구체적 내용을 통해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 미국의 AFA 조치가 “진행중인 행위”임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패널은 한국이 문제삼은 명문화되지 않은 조치의 존재를 구체적 내용을 갖고 입증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AFA 조치가 반덤핑협정 6.8조 및 Annex II, 보

조금협정 12.7조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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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설 및 평가 

8건의 미국 상무부 AD/CVD 조사 결정에 대해서 WTO 협정상 AFA 적용결정 요건 충족여

부 및 누락정보의 적절한 대체자료 선정 등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 등에 대한 “as applied” 주

장은 패널이 한국측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는 바, 2015년 TPEA 개정 이후부터 부각된 미 상무

부의 공격적인 AFA 적용 흐름에 제동을 건 분쟁 판정으로 주목된다. 비록 미국이 본건 패널 

판정에 대하여 현재 기능 마비 상태인 상소기구에 상소하여 패널 판정은 장기간 미확정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패널 판정은 AFA 적용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분명히 하고 남용을 

견제한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본건 WTO 분쟁 제기 이후에 진행된 각 

AD/CVD 재심 절차에서는 상무부의 AFA 적용이 줄어들고 대상 기업의 덤핑/상계관세율이 

대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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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DS 543, 2020. 09.15. – 패널보고서 회람, 2020.10.26. – 상소)

작성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미국이 1974년 무역확장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통해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하여 중국이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미국은 중국이 ‘Made in 

China 2025’와 같은 산업정책에 따라 미국의 기술, 지적재산권, 영업비밀을 도둑질하거나 부

정 사용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2018. 7. 6. 1차로 818개 품목, 340억불 상당의 중국산 수입

물품(List 1)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8. 9. 24에는 2차로 5,745개 품목, 

2,000억불 상당의 중국산 수입물품(List 2)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고 이 관세율

은 2019. 5. 9. 25%로 인상되었다. 

2. 주요 쟁점 및 패널의 판단

패널절차에서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최혜국대우 원칙을 규정하는 GATT 제1.1조, 양허관세

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GATT 제2.1조 (a)항과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추가관

세 부과를 금지하는 GATT 제2.1조 (b)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절차적 

주장으로, (1) 미국과 중국은 DSU 제12.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mu-

tually satisfactory solution)에 도달했으므로 패널은 판정(findings)을 내려서는 안되고 해

결책에 도달되었다는 사실만 보고하는 데 그쳐야 한다, (2) List 2 품목에 대하여 10%에서 

25%로 관세가 인상된 조치는 패널의 위임범위(terms of reference)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

장했다. 다음으로, 미국은 중국의 GATT 협정 위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지 아니하고, 단지 미

국의 조치는 GATT 제20조 (a)호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항변하였다. 

가. DSU 제12.7조상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여부

미국은 중국과의 사이에 DSU 제12.7조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는 분쟁의 ‘종결합의’(se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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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of the matter)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주장은 양국이 이 사건을 WTO 시스

템 밖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양국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제12.7조에서 말하는 ‘해결’(solution)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에 따르면, DSU 제12.7조

의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이란 분쟁 사안에 대한 해결책이 발견된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인 경제통상협정(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을 체결하고 양자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양국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발견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의 1단계 합의는 이 사건 추가관세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고 DSU 제3.6조에 언급된 ‘상호 합의된 해결책’(mutually agreed solution)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2.7조의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에도 이르

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일단 WTO분쟁절차가 개시되면, 제소국이 제소를 취하하거나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

거나 분쟁당사국들이 상호 합의된 해결(mutually agreed solution)에 도달하지 않는 한, 패

널과 상소기구는 제소된 분쟁에 대해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점에서 볼 때 DSU 

제12.7조의 ‘상호 합의된 해결’은 이를 통해 분쟁당사국들이 DSU상의 권리를 포기

(relinquish)한 것과 같은 수준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패널은 과거의 패널과 상소기

구가 ‘상호 합의된 해결’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이 이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의 논리에 따르면, 분쟁당사국들이 양자간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분쟁사

안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DSU 제12.7조에서 의미하는 ‘해결’

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패널이 보기에 이런 상황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이 아

니라고 했다. 

결국 패널은 ‘해결’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일 때 존재하는 것이며, 일방 당사자는 만족스럽

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해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DSU 제12.7조의 ‘상호 합의된 해결’이 존재하려면 분쟁당사국들이 모두 ‘해결’에 

도달했다는 공통된 평가(shared assessment)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분쟁당사국들은 

분쟁절차와 병행하여 양자간 협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양자간 협의는 분쟁절차를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절차에 추가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러

한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여 제소국이 해당 분쟁에 대하여 패널의 판정을 받을 권리가 부정되어

서는 안된다는 것이 패널의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이 사건에서 DSU 제12.7조에서 의미하는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mu-

tually agreed solution)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 패널의 위임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List 1에 포함된 물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조치와 List 2에 포함

된 물품에 대해 10%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모두 패널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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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쌍방간 이견이 없었으나, 미국은 List 2의 품목에 대해 10%에서 25%로 추가관세율을 올

린 조치는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 권한(mandate) 또는 위임범위(terms of refer-

ence)는 제소국이 패널 요청서에서 제기한 조치(measures)와 관련 주장(claims)을 검토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조치’는 일반적으로 패널 설치 당시 존재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패널

설치 이후에 원조치가 변경(amendment)된 경우 그로 인해 원조치의 ‘본질’(essence)”이 바

뀐 것이 아니라면 변경된 조치도 패널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는 종래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런 관점에서 패널은, List 2에 포함된 물품에 대한 추가관세율이 추후 인상될 것임이 패널 

요청서에서 언급되었다는 점, 미국은 2018. 9. 21.자 통지서와 2019. 5. 9.자 통지서에서 관

세율 인상을 언급하였다는 점, 관세율 인상이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같은 기관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점, 이러한 관세율 인상이 중국이 주장하는 GATT 제1.1조 및 제2.1조상 혜택을 무효

화하거나 침해하는 조치라는 법적 의미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List 2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상조치는 원조치의 성질이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

다. 이에 따라 패널은 List 2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상조치가 패널의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

는다는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쟁점 조치가 GATT 제1.1조 및 제2.1조 (a)항 및 (b)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먼저 중국은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조치가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advantage)을 중국에 대해서만 부인하는 조치이므로 GATT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GATT 제1.1조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고 했다. 

첫째, 쟁점 조치가 제1.1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패널은 미국이 부과한 추가 관세

는 GATT 제1.1조에서 의미하는 관세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둘째, 문제가 된 중국산 수입물품

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과 제1.1조에서 의미하는 동종물품(like products)이어야 

하는데, 이전 WTO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어떠한 조치가 단지 원산지(origin)만을 근거로 차별

하는 경우 동종성(likeness)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추정(presumed)했다. 패널은 미국의 추가

관세는 중국산이라는 윈산지만을 기준으로 중국산 수입물품에 부과된 것이므로 동종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셋째,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혜택, 편의, 특권 또는 면제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가 제공되어야 한다. 패널은 미국의 추가관세

가 중국산 제품에만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WTO 회원

국의 상품에만 혜택이 제공되었다고 판단했다. 넷째, 이러한 이익이 동종물품에 즉시

(immediately) 그리고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ly) 제공되지 않았어야 한다. 패널은 이 

사건에서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로 중국산 동종물품에 대해 이러한 이익이 즉시 그리고 무조건

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GATT 제2.1(b)호 및 (a)호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패널은 미국의 추가관세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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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표에 명시된 조건을 초과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GATT 제2.1(b)호에 위반되며, 또한 중국산 

물품에 대해 양허표에 명시한 것보다 더 불리한 대우를 했기 때문에 GATT 제2.1(a)호도 위반

했다고 판시하였다. 

라. 쟁점 조치가 GATT 제20조 (a)호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여부

(1) GATT 제20조의 성격 및 판단방법

미국은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조치가 GATT 제20조 (a)호에 언급되

어 있는 공중도덕(public moral)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

의 301조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법, 정책 및 관행은 미국의 기술, 지적재

산권, 영업비밀에 대한 중국정부가 허락한(state-sanctioned) 절도(theft) 또는 유용

(misappropria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도덕 관념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조치는 미국이 주장하는 공중도덕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미국은 노골적으로 강압적인 경제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GATT 제20조 (a)호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우선 GATT 제20조의 성격에 관하여, 이 조항은 WTO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예외

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규정으로, 제20조 각호는 GATT의 다른 규정에서 규정하는 실체적 의무

에 대한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예외(a limited and conditional exception)를 규정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쟁점조치가 제20조 각호에 해당하고 제20조 두문(chapeau)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피제소국에게 있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조치가 제20조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하여, 패널은 먼

저 (1) 쟁점조치가 제20조 각호에 열거된 정책목적(이 사건에서는 ‘public morals’)에 해당하

는지를 살펴본 다음, (2) 제20조 두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제20조 두문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쟁점조치가 (가) 제20조 각호에 열거된 정책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는지(designed) 여부와 (나) 그 정책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necessary)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쟁점조치가 정책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여러가지 요소를 비교형량(weighing and balancing)하여 판

단하여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쟁점조치와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합리적으로 이용가

능한 대안’(reasonably available WTO-consistent alternative)을 서로 비교하게 된다고 

했다. 

(2) 미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 (a)호가 언급하고 있는 ‘공중도덕’(public morals) 목적과 

관계되는 조치인지 여부 

위와 같은 판단방법에 따라 패널은 먼저 미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 (a)호가 언급하고 있

는 ‘공중도덕’(public morals) 목적과 관계되는 조치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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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공중도덕’이라는 개념은 정의되지 않았으나 종전의 패널들은 이를 ‘어느 사회나 국

가가 가지고 있는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의 기준’(standards of right and wrong conduct 

maintained by or on behalf of a community or n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고 한

다. 이런 의미의 공중도덕은 각 WTO 회원국의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종교적 가치에 따라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종전 분쟁에서는 예컨대 일정 연령 이하의 자에 

대한 도박금지, 병적인 도박꾼 보호, 문화적 상품에서 폭력이나 음란물 규제, 전통 문화와 가치 

보호, 동물 복지, 자금세탁 방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 및 사회 취약계층 포용

(social; inclusion)등이 공중도덕에 관련된 정책으로 인정되었다고 했다. 

패널은 쟁점조치에 관한 법적 문서에서 공중도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언

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명시적 언급이 없더라도 조치의 설계(design), 내

용(content), 구조(structure) 및 예상되는 운영(expected operation)등을 평가하여 해당 조

치가 공중도덕과 관련된 조치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미국은 조치의 이유가 된 중국의 행위, 즉 중국기업에 이익을 주고 중국의 산업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압(coercion)과 속임수(subterfuge)로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영

업비밀, 기술, 기밀정보를 훔치거나 부적절하게 획득하는 행위는 미국이 가진 ‘옳고 그름의 기

준’(standards of right and wrong)에 위반되며, 따라서 GATT 제20조(a)호에서 언급하는 

공중도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절도, 협박, 산업 

스파이 및 영업비밀 침해, 반경쟁적 행위 등을 처벌하는 국내 형사법 규정들을 증거로 제시했

다. 이들 미국 국내법은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과 페어플레이(fair play) 개념을 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불공정 행위’(unfair competitive practices)는 단순히 비즈니스와 혁신

을 해할 뿐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적 정치·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본다고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행위는 미국이 가진 옳고 그름의 기준에 반하고 따라

서 미국의 관세부과조치는 제20조 (a)호가 언급하고 있는 공중도덕에 관련된다고 미국은 주장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중국은 어떤 행위를 국내법에서 형사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공중도덕

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하여, 중국은 제20조 (a)호의 public morals는 비경제적 목적에만 적용되고 미국이 주

장하는 ‘불공정 경쟁’과 같은 경제적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제20조 

(a)호는 경제적 문제를 배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떤 조치는 도덕적 성격과 경제적 성격을 모

두 가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당사국들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각국이 스스로 공중도덕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보호수준을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각국이 설정한 공중도

덕의 범위를 존중(deference)하는 것이 종전의 패널 및 상소기구의 입장이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제20조 (a)호의 공중도덕에 경제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패널은 도덕적 목



202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2호 (통권 제2호)

적은 경제적 측면과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제20조의 각호에는 경제적 성격을 가진 목적

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도 있으므로, 공중도덕에는 경제적 이슈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패널은 미국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절도, 유용, 불공정 경쟁 등과 

관련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제20조(a)호의 공중도덕에 해당한다고 판시

했다. 

(3) 미국의 조치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는지(designed) 여부

패널에 따르면, 종래 상소기구는 제20조의 “to protect public morals”라는 문구가 쟁점

조치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design)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쟁점조치와 공중도덕 목적 간에 관계(nexus 또는 relationship)가 있는지, 다시 말해 쟁점조

치가 공중도덕 목적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whether the measure is not incapable 

of protecting public morals)를 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쟁점조치의 

내용(content), 구조(structure), 예상되는 운용(expected operation)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고 했다. 만약 쟁점조치가 공중도덕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면 쟁점조치는 

공중도덕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설계 테스트는 충족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먼저 제20조 (a)호에는 이러한 ‘설계’ 요건을 요구하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

하였다. 설사 설계 요건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① 미국의 조치는 301조 보고서에 기재된 중

국의 불공정한 행위나 정책을 제거하기 위한 명시적인 목적(explicit goal)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② 해당 조치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인 기술이전 정책의 혜택을 받은 특

정 유형의 물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③ 미국의 조치는 미국의 소비자 및 구매자들에

게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런 불공정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신호

를 준다는 점, ④ 해당 조치는 중국이 불공정 행위나 정책을 계속하는 한 추가적인 경제적 비

용을 부담시켜 중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disincentive)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설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우선 쟁점조치가 ‘공중도덕 목적을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not incapable of 

protecting public morals)는 상소기구의 기준이 제20조 (a)호에 적절히 근거를 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중국은, 설사 “not incapable” 기준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공

중도덕을 보호할 능력이 있으려면 쟁점조치가 공중도덕에 반하는 행위나 내용(morally of-

fensive conduct or content)을 가진 물품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추가관세는 중국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생산된 물품을 대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고 대상 물품의 내용이 비도덕

적인 것도 아니므로 공중도덕 목적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양당사국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설계’ 테스트는 ‘필요성’(necessity) 테스트를 

하기 위한 예비적 분석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설계’ 분석 단계에서 후속의 필요성 분석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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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소기구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패널은 이 

사건에서 ‘설계’ 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이를 ‘필요성’(necessity) 분석에 통합하여 검토하겠

다고 했다. 즉, 패널은 이 사건에서 쟁점조치가 제20조 (a)호의 공중도덕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인지를 심리함에 있어 종합적 분석방법(holistic approach)을 택한다고 하면서, 이런 

종합적 분석에 있어서는 쟁점조치의 ‘설계’ 즉 공중도덕과 적절한 관계(nexus)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공중도덕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역제한적 조치와 그렇지 않은 조치 

사이의 경계선 내지 균형(line or balance)을 찾는 문제라고 봤다.

(4) 쟁점조치가 공중도덕 보호를 위해 필요한(necessary) 조치인지 여부

미국의 조치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necessary) 조치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국

은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는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행위를 계

속할 유인(incentive)을 감소시킴으로써 동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필요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추가관세가 비도덕적 내용이 포함

된 물품들을 대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제20조 (a)호의 공중도덕 목적에 기여

(contribute)하지 않고 따라서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제3참여국인 EU

는, 미국의 추가관세는 대상 물품이 중국의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넓은 품목을 대상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공중도덕에 대한 기여는 매

우 간접적인(too indirect)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패널은 전통적인 ‘필요성’ 분석기법에 따라 네가지 요소 (목적의 상대적 

중요성, 무역제한 효과, 기여도,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안)를 검토했다.

첫째, ‘목적의 상대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패널은, 종래 패널과 상소기구는 각국이 자국의 

고유한 시스템과 가치척도에 따라 그 사회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중도덕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존중해 왔음을 상기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공중도덕 목적은 미국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핀단했다. 둘째, 조치의 ‘무역제한 효과’

에 대하여는, 미국의 조치가 매우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역제한의 효과가 상

당하다고 했다. 

세번째 요건인 조치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패널은 ‘기여도’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예컨

대 ‘material’한 기여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일정한 기준은 없다고 했다. 다만 ‘목적

과 수단 사이의 진정한 관계’(genuine relationship of ends and means)가 인정되면 기여

는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종래 패널과 상소기구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서 ‘기여도’와 관련한 핵심쟁점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공중도덕을 침

해하는 행위나 내용(morally offensive conduct or content)이 포함된 물품에 한정되어 부

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나 내용과 무관한 물품에도 부과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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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였다. 미국은 제20조 (a)호가 단지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라고만 규

정하고 있을 뿐이고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from morally offensive 

products”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공

중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나 내용(morally offensive conduct or content)이 포함된 물품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나 내용을 포

함하지 않는 물품에 부과된 조치는 목적과 수단간에 진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

장했다.  

패널은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추상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목

적과 수단간의 진정한 관계’는 피제소국이 선택한 조치(chosen measures)와 피제소국이 주

장하는 목적 사이의 관계(nexus)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패널은, 설사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도덕적 행위가 화체(embody)되지 않은 물품에 제20

조 (a)항의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제소국은 여하튼 자신이 선

택한 조치와 목적간의 관계(nexus)를 입증하여 해당 조치가 공중도덕을 보호할 수 있다는(apt 

to) 점, 해당 조치가 제20조 (a)호에서 말하는 필요한(necessary)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패널은 List 1와 List 2에 포함된 물품들이 추가관세 부과대상으로 선정된 경

위와 배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List 1 물품의 선정경위와 관련하여, 패널은 미국의 최초 선정

공고(2018. 4. 6)에서 “Made in China 2025” 등 중국 산업정책의 혜택을 받은 중국산 물품

들을 추가관세 부과대상으로 선정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 선정된 물품들에는 중국의 

산업정책과 무관한 물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1차 공고에 대한 의견수

렴 절차를 거쳐 공표한 2차 공고(2018. 6. 20)에서는 ① 중국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물품, ②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③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Made in China 2025” 정책과 무관한 물품을 제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어, 

대상물품의 선정이 미국의 주장하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미국경

제에 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패널의 판단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패널은 List 1 물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가 공중도덕과 전정한 관계(genuine 

relationship)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List 2 물품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된 것은 중국이 미국의 1차 추가관세 부과에 대하

여 자신의 불공정한 산업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약 500억불에 달하는 미국산 물품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패널은 2018. 

9. 21. 시행된 2차 추가관세 부과도 미국 301조 보고서에 적시된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나 정

책의 혜택을 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상의 사실에 입각하여, 패널은 미국은 자신의 조치가 어떻게 공중도덕 보호에 기여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조치와 공중도덕 목적 간에 어떻게 진정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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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따라서 미국의 조치는 일응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네번째 요건인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안’이 있는지에 관하여, 중국은 미국의 조

치는 공중도덕 보호를 위해 설계된 조치도 아니고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도 아

니므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이 

사건 관세부과 전에 중국과의 대화(dialogue), 경고(admonishment), 다자간 포럼에서의 협

의(engagement in multilateral forums) 등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정책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온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런 합리적 대안이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패널은 앞에서 미

국이 자신의 조치가 어떻게 공중도덕 보호에 기여하는지, 그 조치가 공중도덕 보호를 위해 필

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예비적 결론(preliminary conclusion)을 내린 이상, 합

리적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3. 시사점

이 사건에서의 쟁점조치인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는 DSU 제22조에 의한 보복조치에 해당하

는 것이어서 애초부터 패널이 이를 GATT 제20조 (a)호의 공중 도덕(Public morals)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로 정당화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패널은 상소기구가 설정

한 필요성 테스트(necessity test) 도그마에 묶여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사실상 이는 

형식에 그쳤고, 종합적인 평가(holistic examination)을 한다는 명분하에 단지 쟁점조치와 정

책목적 간의 진정한 관련성(a genuine nexus of ends and means)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의 

조치를 협정불일치로 판단하였다.

패널은 ‘쟁점조치와 정책목적 간의 진정한 관련성’ 여부를 필요성 테스트에서의 ‘기여

도’(contribution) 문제로 보았으나, 결국은 쟁점조치와 정책목적 간에 진정한 관련성이 없다

는 이유로 미국의 제20조 (a호 예외 주장을배척함으로써 사실상 이것이 제20조 (a)호의 예외 

분석에 있어 핵심 포인트임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패널은 ‘설계’(design) 요건 분석도 생략

하였고, 종전 WTO분쟁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필요성 분석 요소로 인정되어 온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안’ 분석도 생략하였다. 한마디로 패널은 ‘쟁점조치와 정책목적 간의 진정한 관

련성 (a genuine nexus of ends and means)’이 없다는 점, 다시 말해 미국의 ‘공중도덕’ 

주장은 다른 나라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강압적 조치를 호도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판단

에 따라 결론을 내버린 것이고, 이런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종전 패널과 상소기구가 확립한 정

교한 ‘필요성’ 법리는 오히려 불필요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필요성’과 관련한 핵심쟁점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공중도덕을 침

해하는 행위나 내용(morally offensive conduct or content)이 포함된 물품에 한정되어 부

과되어야 하는지(중국의 주장), 아니면 직접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나 내용과 무관한 물품

에도 부과될 수 있는지(미국의 주장) 여부였다고 할 수 있다. 제20조(a)호 문언만 보면 공중도

덕을 침해하는 행위나 내용과 무관한 물품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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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패널은 이런 이슈에 대해 추상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그러면서

도 미국이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나 내용(morally offensive conduct or content)이 포

함된 물품 이외의 물품에 관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제20조 (a) 예외 적용을 거부함으로써, 결

국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가 되었다. 

이 사건은 WTO협정에서 무역자유화 가치와 충돌하는 다른 정당한 정책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예컨대 어느 국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심각한 인권탄압 문제를 이유로 신장 위구르산 면화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이러한 

인권탄압과 무관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제20조 (a)호로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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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2021. 11.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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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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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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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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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