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RIMs 협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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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ㅇ investment measures related to trade in goods only (1조)

2. 내국민 대우 및 수량 제한 (2조) (1/2)
가. GATT 3조(내국민 대우) 및 11조(수량제한)와 불합치되는 조치 금지
나. 금지 조치 예시 목록 (부록)
ㅇ 내국민 대우 : 법적 강제 + 구매 강제
TRIMs inconsistent with NT include
- mandatory or

enforceable under domestic law or administrative rulings, or
compliance is necessary to obtain an advantage
- purchase or use of products of domestic origin

purchase or use of imported products related to exported loc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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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민 대우 및 수량 제한 (2조) (2/2)
ㅇ 수량 제한 : 법적 강제 + 수출입 제한
TRIMs inconsistent with 수량제한(11조) include
- mandatory .... 내국민 대우와 동일
- restrict importation of products related to local production,
• to an amount related to local production export
• by restricting access to foreign exchange to an amount related to Forex inflows

attributable to the enterprise
- restrict the exportation in terms of particular products
volume or value

proportion of local production
3. 기타
ㅇ 기존 불합치 TRIMs 신고 및 폐지(개도국 5년내, 선진국 2년내) : 폐지기간 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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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1)
ㅇ TRIMs 정의 부재
- investment measure, related to trade 부정의

- illustrative list
ㅇ 서비스 교역 TRIMs 불규제
- trade in goods only

ㅇ GATT 3조, 11조
- 별도 TRIMs 협정 제정 실익?
ㅇ 투자 인센티브 규율
- obtain an advantage

- 투자 유치 목적의 incentive 불규제, 이행요건 부과하는 경우만 규제
ㅇ 보조금 협정과의 중복성, 우선성
- 수입 대체 인센티브, 수출 인센티브 보조금 협정과 중복 규제
- 생산보조금 중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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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2)
ㅇ 규제 대상 TRIMs 범위 협소
- 기술이전 의무,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 등 규제 불가
- 투자 왜곡 조치 규제 불가
ㅇ 양자, 다자간 투자 협정과의 불일치
ㅇ 싱가폴 이슈 : 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ㅇ ISD
ㅇ US v. Canada – Administr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Indonesia – Auto, India – Solar Cells

Colombia – Ports of Entry
China-Publication & Audiovisual Products Act
Canada – Renewable Energy, Brazil -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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