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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박노형ㆍ박성훈

2001년 11월 채택된 WTO 도하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은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상계관세 협정과 지역무역협정 관련 제반규정의 규율을 명확
히 하고 그 운용을 개선할 목적으로 규범협상을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각료선언문에 따르면, DDA 규범협상은 위의
세 가지 협정 및 그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수단과 목적들이 가진
기본개념, 원칙 및 유효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운용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
들을 명확하게 하고 개선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최빈개도국들의 이해관
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 각
료들은 개발도상국들에 중요성이 인정되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도 협
상과정에서 명확화하는 한편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 개시된 DDA 규범협상은 DDA 협상의 전반을 관장
할 목적으로 설치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내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이 2002년 1월 설치되면서 본
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DDA 규범협상은 ① 반덤핑협정 개
정, ② 일반보조금 규정 개정, ③ 수산보조금 규정 제정, ④ 지역무역협정
개정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회원국들 사이에 매
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 성공적인 타결이 그리 쉽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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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규범협상그룹의 의장은 2007년 11월과 200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의장초안(Chairman’s Draft)’을 제출했는데, 이 두
초안 사이에 적지 않은 내용 상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협상의
진행이 순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반덤핑협정 개정
과 수산보조금 규정 제정에서 회원국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무역구제조치와 산업구제조치
를 활용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국제통상규범이 보다 명확하게 제정되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바로 그러한 목적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DDA 규범협상의 경과, 주요 쟁점 및 협상 참
여국들의 입장, 그리고 협상의 중요한 내용 등을 심층적으로 조망해보았
다. 그 결과로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다른 협상분야들과 마찬가지로 DDA 규범협상도 회원국들 사이
에 입장차이가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다. 이는 ‘조사
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공표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반덤핑조치’분야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즉 피소국들은 되도록
반덤핑절차를 개시하는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 자신들에게 오는 피해를 최
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고, 제소국들은 그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협상전
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원국들
의 대립되는 입장들이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에 가장 중대한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둘째, 특히 반덤핑조치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피소국과 제소국의
구분이 갈수록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중국이 오랫동안 가장
많은 제소를 당하는 피소국이었던 데 반해 이제는 매우 활발하게 제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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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원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인도는 1990년대 말을 전후하여 반덤핑
제소 건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WTO 회원국으로 기록될 정도이다. 또 미
국의 경우는 중요한 제소국의 위치는 아직 점유하고 있으나, 피소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동일 사안에 관한 WTO 회원
국의 일관된 입장 정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는 협상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셋째, 보조금협정에 관한 규범협상의 경우 일반보조금 분야보다는 수산
보조금 분야의 협상에서 큰 어려움이 있어왔는데, 이러한 난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 분야의 협상에서는 다른 협상분야보
다 ‘개발도상국 대 선진국’의 이해관계 대립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구
축되어 있으며, 본문에서도 언급하듯이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회귀할
수 있는’ 기존 협정문이 없다는 사실이 협상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주
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장초안’과 같은 공식 협상문서가 제시되
지 못하고 ‘로드맵’에 관한 토의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산보조금 규정 제정
을 위한 협상은 이러한 어려움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DDA 규범협상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보
더라도 반덤핑조치분야에서는 제로잉, 일몰재심, 최소부과원칙 등, 그리고
보조금분야에서도 보조금의 정의,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 수출신용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협상의제에 관해 회원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아직 지
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새로이 제정해야
할 규정에 포함될 이슈들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만만치 않다. 이에
있어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사안마다 바뀔 수 있는
점도 이해관계의 수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안마
다 특별하게 다른 EU의 입장, 개도국이기는 하지만 최근 능동적으로 제
소에 참여하는 중국, 인도 등의 이중적 협상전략 등으로 인하여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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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Group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의미하는 단순한 협상공식보다는
훨씬 복잡한 협상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섯째, DDA 규범협상이 세부적인 협상분야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
하게 대립되어 있거나(반덤핑, 수산보조금), 주도세력이 부재하여 협상이
지지부진한(일반보조금) 상황에 놓여 있어 앞으로 협상의 전개방향을 점
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가 본격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으로 DDA 규범협상의 성패는 ‘일괄
타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DDA 협상의 성패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다섯 가지 결론과 함께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인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제시한 1995~2008년 기간의 통계자료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는 이 기간 중 집계된 반덤핑제소 건수에서 제11위
의 위치를 차지하나, 피소건수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제2위의 위치에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가
능하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특히 인도 및 중국 등 최근 반덤핑분야
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강국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인도의 경우
제소에서는 미국보다 많은 제1위, 피소건수는 제8위이며, 중국도 피소건
수에서는 제1위를 그리고 제소건수에서는 제8위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를 포함하여 각종 국제통상규범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종전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반덤핑협정 개정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Friends Group
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
히 제로잉, 일몰재심, 최소부과원칙 등 반덤핑 피소국들이 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서 2007년 의장초
안에 기재되었던 불리한 내용이 2008년 의장초안에서는 철회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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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Friends Group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공조체제를 매우 효과적으
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협상단은 향후에도 이러한 협상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산보조금의 경우 일본, 대만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
리나라가 수산보조금 분야에서 ‘포괄적 금지’ 방식을 주장하며 협상을 주
도하다시피하는 Friends of Fish 그룹의 적극적인 공세 때문에 다소 수세
에 몰려 있는 느낌이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비교적 많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의 공세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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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직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앞다투어 커다란 피해를 입은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 수요부진으로 시름하는 자국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의 재정
투입을 감행했으나 아직도 금융위기의 여파가 드리워져 있다. 2009년 9월 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세계 주요국의 정상들이 출
구전략(exit strategy)은 아직 이르다는 데 의견을 같이할 정도로 글로벌 금
융위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도 많은 나라에 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금융관계 및 국제통상관계에서
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유발하였다.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
지라도 2001년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에 놓여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보
호주의의 정책수단이 채택되어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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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2009).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국제통상관계분
야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조기에
금융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산
업구제조치 및 무역구제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민감한 산업분야로 간주
되고 있는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일자리 보
호’라는 미명 하에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기업의 ‘명맥 잇기’가 봇물
터지듯이 나타났다(SK경영경제연구소 2009). 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의 보호
를 목적으로 하여 투입되는 대표적인 통상정책수단인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절차 개시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WTO(2009b)에 의해 확인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60년간 작동해온 다자간무역체제에서 금지되
었거나 금기시되어온 ‘양허관세의 인상’이라는 수단을 일시적으로나마 활용
하려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세계경제의 위기라는 별칭에 걸맞게 세계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2009), SK경영경제연구소(2009),
WTO(2009a, 2009b)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분석기관들은 이러한 보호무
역주의의 강화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가 간 합의 하에 정립된 세계경제 메커
니즘에 대한 신뢰 상실을 초래하여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각국의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도 드높아가고 있으
며, ‘근린궁핍화’ 정책을 동원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1930년대의 대공
황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주요국들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국
제적 정책공조를 통해 금융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
기는 하다. 예를 들면 2008년 11월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는 의례적으
로 채택하는 정상선언문 외에 ① 세계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회원국 간 공
조 필요성 강조, ② 금융부문 개혁과 능력배양프로그램 실시, ③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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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계경제에 관한 G-20 워싱턴 정상선언의 지지, ④ 보호무역주의 대두
가능성에 대응하여 향후 12개월간 새로운 무역· 투자 장벽을 동결 (standstill)
한다는 합의, ⑤ DDA 모델리티 협상의 연내 타결 필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계경제에 관한 별도 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이보다 앞선 2008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총 6개의 합의사항1) 중에서 “자유시
장경제원칙을 준수하고, 향후 12개월간 새로운 무역· 투자 장벽 신설을 자제
한다”는 내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보호무역주
의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보였던 바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
부활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 및 정책공조의 필요성은 2009년 4월과 9월 각
각 영국 런던과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 4차 G-20 정상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외교통상부(2009)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보호무역
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양자간 차원에
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다양한 경계심의 표출 및 주요국들의 정책공
조체제 구축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통한 산업구제조치 및 반덤핑조사 개시 등 무역구제조치의 발동추세는 크게
누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2) World Bank(2009)는 APEC, G-20
등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
지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2008년 11월 G-20 회의 이후 2009년 2월 말까지
의 집계만 보더라도 G-20 국가 중에서 17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총
47건의 무역제한적인 정책수단을 실행에 옮겼다는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1) 2008년 11월 13~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① 정책공
조 강화, ② 금융시장 개혁, ③ IMF의 역할 및 기능 강화, ④ 신흥개도국 지위 제고, ⑤ G-20 역할 강
화, ⑥ 보호무역주의 경계 등의 6개 항목이다.
2) KOTRA(2009)도 이와 같은 관측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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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2009a, 2009b)도 2009년 3월과 7월에 발표한 금융위기 관련 무역정
책동향특별보고서를 통해 실로 다양한 WTO 회원국이 신발,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분야에서 산업 및 무역구제조치들을 새로이 도입했다는 집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3) 이러한 최근의 추세는 2001년 이후 DDA의 일환으로 진
행되고 있는 반덤핑제도와 보조금· 상계관세 제도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WTO 규범협상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된다.
2001년 11월 채택된 WTO 도하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은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과 지역무역협정 관련 제반규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그 운용을 개선할 목적으로 협상(다음에서는 ‘DDA 규범협상’ 혹은 ‘WTO
규범협상’이라 칭함)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각료선언문에 따르면,
DDA 규범협상은 위의 세 가지 협정(규정) 및 그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
는 수단과 목적들이 가진 기본개념, 원칙 및 유효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운용
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하고 개선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최빈
개도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4)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 각료들은 개발도상국들에 중요성이 인정되는 수산보조금에 대
한 규율도 협상과정에서 명확화하는 한편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
고 있다.
이러한 경과 및 취지 하에 진행되고 있는 DDA 규범협상은 DDA 협상의
전반을 관장할 목적으로 설치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내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이 2002년 1월 설치되면서

3) POSCO 경영연구소(2009)는 이로 인하여 세계 철강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4) 도하 각료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we agree to negotiations aimed at clarifying
and improving disciplines under the Agreements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hile preserving the basic concepts,
principles and effectiveness of these Agreements and their instruments and objectiv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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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DDA 규범협상은 ① 반덤핑협정 개
정, ② 일반보조금 규정 개정, ③ 수산보조금 규정 제정, ④ 지역무역협정의
개정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회원국들 사이에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 성공적인 타결이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규범협상그룹의 의장은 2007년 11월과 200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의장초안(Chairman’s Draft)’을 제출했는데, 이 두 초안 사
이에 적지 않은 내용상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협상 진행이 순탄하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반덤핑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 규
정 제정에서 회원국들 사이에 입장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DDA 규범협상은 전반적인 DDA 협상의 추이에 따라 그
성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많은 WTO 회원국이 투입하
고 있는 다양한 무역 및 산업 구제조치 등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수단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WTO에서 진행되는 DDA 규범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검토할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WTO 규범협상의 주요 쟁점, 협상 경과
및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주요국들이 어떠한 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제품이 비교적 자주 공격대상이 되
는 무역구제 조치인 반덤핑절차와 보조금· 상계관세 조치에 초점을 맞춤으로
써 향후 WTO의 규범협상 결과가 한국경제에 가져오게 될 파급효과를 미리
진단해본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분야에서 시행되
고 있는 WTO 주요 회원국들의 최근 정책동향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과정
에서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산업구제 및 무역구제 조치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
나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DDA 규범협상의 주요 축을 구성하고 있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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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무역협정 개
정을 위한 협상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DDA 규범협상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지금까지 6개의 연구보고서(강문성 외 2002, 2003; 서진교 외
2006, 2007; 최낙균 외 2002, 2003)를 발간하였으며, 외교통상부(2007)도
DDA의 경과를 분석하면서 규범협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 외 DDA
규범협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연구결과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의장초안 등을 기초로 하여 DDA 규범협상이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2007년 하반기 이후 국내에서 협상 추이와 주요국의 입장,
그리고 향후 협상대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기관 연구결과들의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성
을 가지도록 기획되었다. 첫째, 본 연구는 다른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
은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관련성 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WTO 회원국들
의 산업구제조치 및 무역구제조치 들을 관찰하면서 DDA 규범협상이 이들
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
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의장초안, 2008년 의장초안 등 공식 협
상문서 및 다양한 작업문서를 총망라하여 분석함을 통하여 국내기관들의 연
구공백기간 동안 진전된 DDA 규범협상의 가장 최근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상세하게 보고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들이 제출한 각종 제안서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주요 쟁점 및 각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위에서 기술한 연구목적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주로 정성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위에서 기술된 연구목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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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게 달성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
다. 우선 현행 WTO의 반덤핑제도 및 보조금· 상계관세 제도의 운용과정에
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규범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분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로 주요국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주요국의 입장 분석 및 협상전략 파악을 위해 이들
이 DDA 규범협상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제안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방법
이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 이러한 접근방법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
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범협상의 전개방향을 전망해보는 데 필수적으로 필
요하다는 판단이다. 2007년 11월과 2008년 12월 두 차례 발표된 「의장초
안」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WTO 규범협상의 중요한 중간결과로서 향후 협
상의 기초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개의
의장초안을 대비하여 그 변화의 배경과 내용을 상사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나마 최종 협상결
과를 미리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
면한 주요 WTO 회원국의 다양한 정책대응조치의 현황 및 이러한 조치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WTO, G-20, World Bank 등 국제기
구, 외교통상부 등의 한국 정부기관,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연구기관이 발표
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 및 정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제2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 직면한 세계의 주요국들이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입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구제조치 및 무역구제조치 들의 일단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다. 이를 위해 WTO 출범 이후부터 2008년까지 발동된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조치 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는 한편, 금융위기를 전
후한 기간에 발동된 상기 조치들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이 조치들이 세계경제, 특히 세계무역체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점
쳐본다. 본 장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관찰에 기초하여 DDA 규범협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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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위한 DDA 규범협상을 심층적으로 분
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WTO 회원국들이 제출한 각종 제안서를 철
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이 협상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주요 협상참
여국들의 입장을 분석하게 된다. 특히 여기에서는 ① 현행 협정문, ② 2007
년 11월 의장초안, ③ 2008년 12월 의장초안 등 세 가지 공식 협상문서를
대비하여 그 변화의 배경과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된다.
제4장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협정’) 개정을 위한 DDA 규범협상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와 같이 WTO 회원국들이 제출한 각종 제안서를 분석하여 주요 쟁점
및 협상 참여국들의 입장차이를 밝혀낸다. 특히 보조금협정에 대한 협상에서
는 일반보조금보다 수산보조금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는 데 협상의 초점이 맞
추어져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부분의 분석에 균형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연구역량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였다. 여기에서도 앞장에서와 마찬가
지로 ① 현행 협정문, ② 2007년 11월 의장초안, ③ 2008년 12월 의장초안
등 세 가지 공식 협상문서를 각 조항별로 대비하여 그 변화의 배경과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된다.
제5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중요한 논의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정
리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움직임과 DDA 규범협상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
면서 한국의 대응방안도 간략하게 논의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요한 결
론으로 제시하고 DDA 규범협상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정책시사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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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무역 및 산업 구제조치의 현황
및 WTO 규범협상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을 뒤흔들어놓은 후 실물경제부문에까지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
고 있다(지식경제부 2009). WTO는 2009년 4월(WTO 2009a)과 7월(WTO
2009b) 두 번에 걸쳐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세계경제의 달라진 무역정
책환경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개도국 수출증가에 결정적인 제약
요인이 될 무역금융기능의 약화 때문에 2009년도 세계 무역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10%(2009년 4월 보고서에서는 9% 감소를 예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
하는 매우 비관적인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경우 이러한
상황은 보다 심각하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2009)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9
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누계는 총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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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128건(조사 중 2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5건(13.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G-20, APEC 등 주요국들 간의 협력체
제들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결하자는 성
명서를 발표하면서, 세계경제의 결집된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WTO가 출범한 1995년 이래 보조금 지급 등 WTO 회원국들이 전통적으
로 활용해온 산업정책수단들이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되면서, 특히 반덤핑조치
를 중심으로 한 무역구제조치들이 활용되는 사례가 종전보다 빈번하게 관찰
되고 있다. 다음에서 상세하게 논의되듯이 WTO(2009a, 2009b)는 WTO 회
원국들의 무역구제조치들이 세계경기 하강 시에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히 2008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로 말미암아 잠정적으로나마 WTO 회원국들이 반덤핑조치와 상계관
세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장에서는 WTO 출범 이후 및 최근의 무역구제조치
(반덤핑제소 및 조치(제1절), 상계관세조치(제2절))의 발동동향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이러한 추세를 제어할 수 있는 규범을 개정하기 위한 WTO 규
범협상의 의의와 역할을 논의하기로 한다.

1. 주요국의 무역구제조치 동향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동향
WTO 회원국들이 취하는 반덤핑조치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
범협상의 의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WTO 출범 이후의 전반적인 추세에 관
한 분석 외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취해지고 있는 이 조치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장기, 단기 추세에 대한 분석
에서 관찰대상을 제소국과 피소국을 중심으로 한 반덤핑조치의 추세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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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각각 살펴본 후 중요한 시사점을 얻는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1) WTO 출범 이후의 반덤핑제소 추세
WTO 출범 이전인 GATT 체제 하에서의 반덤핑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네 나라가 세계 전체의 반덤핑조치 발동
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피소국으로서 통계치에 나타나
는 전통적인 모습이 관찰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
러한 반덤핑조치의 전통적인 관행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 및 신흥
시장국가들이 새로이 반덤핑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나라들로 부상
하였다. [표 2-1]은 이러한 추세 변화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표 2-1. WTO 출범 이후 주요 제소국(수입국)의 반덤핑절차 개시 현황 ❚
제소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1

인도

6

21

13

28

64

41

79

81

46

21

28

35

47

54

564

2

미국

14

22

15

36

47

47

75

35

37

26

12

8

28

16

418

3 유럽연합

33

25

41

22

65

32

28

20

7

30

25

35

9

19

391

4 아르헨티나

27

22

14

8

23

43

27

14

1

12

12

11

8

19

241

남아프리
5
카공화국

16

33

23

41

16

21

6

4

8

6

23

3

5

1

206

16

8

9

7

10

2

6

197

6

호주

5

17

42

13

24

15

23

7

브라질

5

18

11

18

16

11

17

8

4

8

6

12

13

23

170

8

중국

0

0

0

0

0

6

14

30

22

27

24

10

4

14

151

9

캐나다

11

5

14

8

18

21

25

5

15

11

1

7

1

3

145

10

터키

0

0

4

1

8

7

15

18

11

25

12

8

6

22

137

11 대한민국

4

13

15

3

6

2

4

9

18

3

4

7

15

5

108

12

4

4

6

12

11

6

6

10

14

6

6

6

3

1

95

13 인도네시아

0

11

5

8

8

3

4

4

12

5

0

5

1

7

73

14

이집트

0

0

7

14

7

3

7

3

1

0

12

9

2

0

65

15

페루

2

8

2

3

8

1

8

13

4

7

4

3

1

0

64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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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계속 ❚
제소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16 뉴질랜드

10

4

5

1

4

9

1

17 말레이시아

3

2

8

1

2

0

1

5

6

3

4

8

0

0

43

18

0

1

3

0

0

0

3

21

3

3

0

3

2

0

39

5

6

3

7

0

1

4

0

0

1

4

0

0

1

32

1

17

태국

19 이스라엘
20

2

5

5

0

1

6

칠레

4

3

0

2

0

5

0

0

0

0

0

1

1

소계

149

215

231

226

327

274

347

298

222

208

184

182

154

기타

8

10

12

31

29

18

19

14

10

6

16

20

9

총계

157

225

243

257

356

292

366

312

232

214

200

202

163

0

53

192 3,209
16

218

208 3,427

주: 1995~2008년.
자료: WTO.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2008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발동된 반덤핑조
사 건수는 총 3,427건으로서 평균적으로 매년 약 245건의 반덤핑조치가 발
동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소국들인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된 것
과 같이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조사 발동이 상대
적으로 적어진 반면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중국 등의
국가들이 10위 안에 들 정도로 반덤핑조치 활용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
다고 하겠다. OECD 회원국 모두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여 20위 안에 속하는
모든 OECD 회원국을 다 포함하더라도 이들이 발동한 반덤핑조사의 전체 건
수(1,527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덤핑조사 개시건수를 피소국인 수출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경우에도 전
통적인 추세와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즉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 전통적인 반덤핑조사 피소국들 외에도 미국, 독일, 유럽연합, 영국
등 선진국들이 피소건수에서 20위 내에 진입하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적
지 않은 선진국의 다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
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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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WTO 출범 이후 주요 피소국(수출국)에 대한 반덤핑절차 개시 현황 ❚
제소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1

중국

20

43

33

28

42

44

54

51

52

49

55

72

61

73

677

2

한국

14

11

15

24

34

22

23

23

17

24

12

11

13

9

252

3

미국

12

21

15

15

14

12

15

12

21

14

12

11

7

8

189

4

대만

4

9

16

11

22

15

19

16

13

21

13

12

6

10

187

5 인도네시아

7

7

9

5

20

13

18

12

8

8

14

9

5

10

145

6

일본

5

6

12

13

22

9

14

13

16

9

7

11

4

3

144

7

태국

8

9

5

2

19

12

16

12

7

9

13

8

9

13

142

8

인도

3

11

8

12

13

10

12

16

14

8

14

6

4

6

137

9

러시아

2

7

7

12

17

12

9

18

2

8

3

4

6

2

109

10

브라질

8

10

5

6

13

9

13

4

3

10

4

7

2

3

97

11 말레이시아

2

3

5

4

7

9

6

4

8

6

14

6

7

9

90

12

7

9

13

8

11

5

9

7

3

2

2

2

4

1

83

13 유럽연합

0

1

2

4

7

9

9

10

10

3

5

3

2

4

69

14 우크라이나

2

3

4

9

9

7

6

8

3

1

3

4

0

2

61

남아프리
15
카공화국

2

6

4

5

4

6

9

10

4

0

2

2

1

3

58

16 이탈리아

6

5

5

5

2

5

8

3

4

0

1

0

0

2

46

17 싱가포르

2

0

4

0

5

0

12

9

1

1

1

7

2

0

44

18

스페인

2

4

7

7

5

6

4

2

4

1

0

0

1

1

44

19

터키

2

3

1

2

6

7

5

4

4

1

0

2

3

4

44

20

영국

6

4

6

4

2

9

6

2

0

1

1

0

0

3

44

소계

114

172

176

176

274

221

267

236

194

176

176

177

137

독일

기타

43

53

67

81

82

71

99

76

38

38

24

25

26

총계

157

225

243

257

356

292

366

312

232

214

200

202

163

166 2,662
42

765

208 3,427

주: 1995~2008년.
자료: WTO.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제소국/피소국을 중심으로 집계된 세계경제
전체의 반덤핑조사 개시건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
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반덤핑조사 개시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도가 빈번
했던 선진국들에 추가하여 많은 개발도상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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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둘째, 피소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더라도 적지 않은 선진국이 피소국의 대열
에 올라와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반덤핑절차는 이제 더 이상 ‘선진국
이 개발도상국 제품을 대상으로 발동하는’ 전통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지 않
고 선진국과 개도국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한편에서는 반덤핑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추세 때문에
언제든지 반덤핑절차의 피해국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서 미국을 들 수 있다. [표 2-1]과 [표
2-2]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경우 제2위의 반덤핑 제소국, 그리고 제3위의 반
덤핑 피소국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한편에서는 자국 산업의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덤핑절차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다른 한편에
서는 다른 나라들의 반덤핑절차 개시에 의해 자주 피해를 당하는 처지에 놓
여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해보면 반덤핑절차가 이제 글로벌한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피소국으로서는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반
덤핑절차에 의한 제소를 당하고 있으나, 제소국으로서는 11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아 아직까지 반덤핑절차의 활용에서 비교적 소극적인 정책방향을 견
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반덤핑절차 개시 동향
[표 2-3]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시작한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WTO에서 집계한 최근의 반
덤핑절차 발동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금융위기의 원앙지로서 가
장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측되는 미국의 경우 이 기간
중 전 세계적으로 발동된 반덤핑조사의 약 45%에 달하는 조사건수를 기록
할 정도로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는 추세가 부쩍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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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총 679건의 조사 개시가 이루어졌는데, 이
는 WTO 출범 이후 14년 동안 기록된 연평균 245건(12개월 수치)과 비교
하여 200% 이상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평가된다.

❚ 표 2-3. 최근 반덤핑조사 개시 동향 ❚
2008년 7월~
2009년 4월
순위

반덤핑
제소국

반덤핑조사
개시 횟수

2008년 7월~
2009년 4월
순위

반덤핑
피소국

반덤핑조사
피해 횟수

1

미국

301

1

중국

281

2

EC

90

2

인도

40

3

아르헨티나

67

3

태국

36

4

브라질

40

4

한국

32

5

멕시코

34

5

대만

26

6

터키

22

6

브라질

21

7

한국

21

7

미국

20

8

중국

20

8

베트남

18

9

호주

20

9

인도네시아

16

10

파키스탄

16

10

독일

15

11

캐나다

10

11

멕시코

13

12

페루

9

12

말레이시아

13

13

우크라이나

8

13

일본

12

14

이집트

5

14

터키

10

15

코스타리카

4

15

러시아

9

16

일본

4

16

이탈리아

9

17

태국

3

17

프랑스

8

18

칠레

2

18

아르헨티나

7

19

남아프리카
공화국

2

19

남아프리카
공화국

7

20

뉴질랜드

1

20

칠레/우크라이나

각6

679

총계

총계

679

주: 2008년 7월 1일~2009년 4월 30일.
자료: WTO.

앞에서 살펴본 최근 반덤핑절차 개시건수의 대폭적 증가는 앞으로 세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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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체제를 크게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WTO(2009b)는 [그림 2-1]과 [그림 2-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1979년부터 2007년에 이르
는 28년의 기간 동안 발동된 세계적인 반덤핑조사 개시건수를 집계하여 이
를 세계경제의 경기순환과 대비시키며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2008년 하반기 이후 2009년 하반기까지도 세계경제를
풍미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회원국들의 무역구제조치(여기에서는 반덤
핑조사) 활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
졌다.
WTO는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그림 2-1]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반덤핑조치는 GATT/WTO 회원국의 무역
구제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 말
100건 이하에 머물러 있던 반덤핑조사 개시건수가 이제는 연평균 200건을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WTO 출범 이후에만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매년 240건 이상의 반덤핑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반덤핑제소 개시 활동은 특히 경기하강기에 보다 강
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2-1]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약간의
시차는 있으나, 세계경제가 침체한 시기에는 반덤핑제소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경제활동과 반덤핑조사 개시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WTO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간적인 파급효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2009
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반덤핑조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무역구제조치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넷째, 반덤핑조사가 개시되더라도 모든
반덤핑조사가 반덤핑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은
있으나, 2008년 200여 건(실제로는 208건, 표 2-1 참고) 정도로 집계된 반
덤핑조사 개시건수가 2009년에는 최대 550건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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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으며(그림 2-2 참고), 이를 통해 최대 400건을 넘는 실제 반덤핑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그림 2-3 참고).

❚ 그림 2-1. 1979~2007년 기간 중 반덤핑조사 개시건수 추이 ❚

주: 그림 중 음영 부분은 경기침체기를 의미함.
자료: WTO(2009b), p. 16.

❚ 그림 2-2. 최근의 세계경제 상황에 비추어본 반덤핑조사 개시건수 예측치 ❚

자료: WTO(2009b),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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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최근의 세계경제 상황에 비추어본 반덤핑조치 예측치 ❚

자료: WTO(2009b), p. 22.

나. 보조금조사 및 상계관세조치 동향
1) WTO 출범 이후의 상계관세조치 개시 추세
[표 2-4]는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부터 2008년 말까지 14년의 기
간 동안 WTO가 집계한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조사 개시건수를 보여주고 있
다. 앞절에서 분석한 반덤핑조치와 비교할 때, 상계관세조치 건수의 추이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상계관세조
치 건수는 반덤핑조치에 비하여 발동빈도가 1/15 정도인 215건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WTO 협정에 의해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이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되고, 다른 보조금들도 허용가능보조금과 상계가능보
조금 등으로 종전보다 명확하게 분류된 관계로 상계가능보조금을 사용하는
빈도가 그만큼 줄어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보조금 지급이 대규모
이고 보다 빈번하게 활용되는 농업의 경우 농업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
을 두고 있어 [표 2-4]에 집계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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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덤핑제소국의 경우와
는 달리 상계관세조치를 가장 빈번하게 발동하는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상계관세조치를 개시하는 5대 국가 중에서 남아프리카공
화국을 제외한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이 모두 선진국으로서 상계관세조
치를 매우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EU는 각각 전체 상
계관세조치 개시건수의 40%와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상계관세조치 활용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4. WTO 출범 이후 주요 제소국(수입국)의 상계관세조치 개시 현황 ❚
제소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1

미국

3

1

6

12

11

7

18

4

5

3

2

3

7

6

88

2

유럽연합

0

1

4

8

19

0

6

3

1

0

3

1

0

2

48

3

캐나다

3

0

0

0

3

4

1

0

1

4

1

2

1

3

23

남아프리카
4
공화국

0

0

1

1

2

6

1

0

0

0

0

0

0

0

11

5

호주

0

0

1

0

1

0

0

1

3

0

0

1

0

2

9

6

칠레

0

0

0

0

4

0

0

0

0

0

0

1

1

0

6

7

뉴질랜드

1

4

1

0

0

0

0

0

0

0

0

0

0

0

6

8

이집트

0

0

0

4

0

0

0

0

0

0

0

0

0

0

4

9

페루

0

0

1

0

0

1

0

1

0

0

0

0

1

0

4

10 아르헨티나

1

1

1

0

0

0

0

0

0

0

0

0

0

0

3

11

0

0

0

0

0

0

1

0

1

0

0

0

1

0

3

12 이스라엘

2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3

0

0

1

0

0

0

0

0

1

0

0

0

0

0

2

14 베네수엘라

0

0

0

0

1

0

0

0

1

0

0

0

0

0

2

15 코스타리카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16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17 라트비아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18

터키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소계

10

7

16

25

41

18

27

9

15

8

6

8

11

14 215

기타

-

-

-

-

-

-

-

-

-

-

-

-

-

통계

10

7

16

25

41

18

27

9

15

8

6

8

11

브라질
멕시코

일본

-

-

14 215

주: 1995~2008년.
자료: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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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조치의 피소국인 수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빈번하게 조사를 당하는 국가들은 한국을 포
함하여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이다. 둘째, 1~2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보조금조사 건수와는 달리 피소국의 경우 비교적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반덤핑조사 시 피조사국의 분포와는 달리 보조
금조사를 당하는 나라의 리스트에는 비교적 많은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즉 나라별로 조사를 당하는 건수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
든 OECD 회원국이 보조금 조사의 20대 피소국에 올라와 있다.

❚ 표 2-5. WTO 출범 이후 주요 수출국에 대한 상계관세조치 개시 현황 ❚
피소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1

인도

1

0

3

6

5

7

8

2

8

1

1

1

1

2

46

2

중국

0

0

0

0

0

0

0

0

0

3

0

2

8

10

23

3

한국

0

0

0

5

4

1

1

2

0

1

1

1

0

0

16

4

이탈리아

3

2

1

3

1

0

1

1

1

0

0

0

0

0

13

5 인도네시아

0

0

0

1

5

1

2

0

0

0

1

1

0

0

11

6

유럽연합

3

1

1

1

1

0

0

1

2

0

0

0

0

0

10

7

태국

1

0

0

0

5

1

0

0

0

1

1

0

0

0

9

8

캐나다

0

1

1

1

0

0

2

2

0

1

0

0

0

0

8

9

브라질

0

0

1

1

1

1

2

0

0

0

0

1

0

0

7

10

대만

0

0

1

0

5

0

0

0

0

1

0

0

0

0

7

11

프랑스

0

0

0

2

2

0

2

0

0

0

0

1

0

0

7

12

미국

1

0

0

0

1

1

0

0

0

0

1

0

1

2

7

13 아르헨티나

0

0

0

0

0

3

1

0

0

0

0

1

1

0

6

남아프리카
14
공화국

0

2

1

1

1

1

0

0

0

0

0

0

0

0

6

15

칠레

0

0

1

0

1

0

1

0

0

0

0

0

0

0

3

16

독일

0

0

1

0

0

0

2

0

0

0

0

0

0

0

3

17 말레이시아

0

0

0

0

2

0

0

0

0

0

1

0

0

0

3

18

스페인

0

0

1

1

0

0

0

0

1

0

0

0

0

0

3

19

그리스

0

0

1

0

0

0

0

0

1

0

0

0

0

0

2

20

폴란드

0

0

0

0

1

0

0

0

1

0

0

0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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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계속 ❚
피소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트리니다드
21
토바고

0

0

1

0

0

0

1

0

0

0

0

0

0

0

2

22

1

0

0

0

0

0

1

0

0

0

0

0

0

0

2

0

0

1

0

1

0

0

0

0

0

0

0

0

0

2

소계

10

6

15

22

36

16

24

8

14

8

6

8

11

기타

0

1

1

3

5

2

3

1

1

0

0

0

0

총계

10

7

16

25

41

18

27

9

15

8

6

8

11

터키

23 베네수엘라

14 198
0

17

14 215

주: 1995~2008년.
자료: WTO

2) 상계관세조치와 세계경제 경기순환의 상관관계
반덤핑절차의 개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계관세조치를 개시하기 위한 조사
절차도 수입국의 경기변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2009b)의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침체한 시기에 전 세계적
인 긴급수입제한 및 상계관세조치의 발동건수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2-4]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경기변동에 따른 긴급수
입제한 및 상계관세조치의 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세
계경제가 침체한 1979~81년, 1989~91년 등 어둡게 표시된 부분의 경우 무
역구제조치의 발동건수가 평균적인 추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상계관세조치의 발동은 1970년대 후반 이후 크
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08년까
지의 총발동건수가 214건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에 미루어보아 무역구제조치
로서 상계관세조치의 역할이 반덤핑조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상계관세조치의 발동추세가 크게 약화되기는 하였으
나, 세계경제가 침체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그 추세가 다시금 강화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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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긴급수입제한 및 상계관세조치 발동과 경기변동의 상관관계 ❚

자료: WTO(2009b), p. 19.

[그림 2-4]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1997~98년 기간에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 동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2001년의 IT 버블의 현재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시기에 상계관세조치의 발동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과거의 추세에 의거해서 판단할 때, 아직 진
행 중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 및 성장둔화가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되는 일정 기간 동안 상계관세조치의 발동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WTO(2009b)가 지적하듯이 반덤핑절차 및 상
계관세조치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보아 일정한 준비기간에 따른
시차가 관찰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격적인 파급효과는 2009년
후반과 2010년 상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2. 주요국의 최근 산업구제조치 동향
가. 최근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의 급증 추세와 주요 특징
APEC, G-20 등 중요한 국제회의체들이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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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감을 피력하면서 많은 WTO 회원국이 일견 보호무역조치의 발동을 자
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WTO(2009a, 2009b), LG경제연구원
(2009), SK경영경제연구소(2009) 등 국내외 기관들이 상세하게 집계하고 있
듯이 2009년 초까지는 관세인상, 비관세장벽 채택, 무역구제조치 발동 등에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던 많은 WTO 회원국이 이러한 수단들을
산업구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등 무역구제조치들과 구별되는 다양한 산
업구제조치가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투입되
고 있는 재정지원조치의 상당수가 무역거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는 하지
만, 일부 조치는 이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국산제품을 선호하는 보호주의적인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 또한 각국의 경기부양책
및 구제금융 속에 숨어 있는 보호무역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통상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규제하는 데 적
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교역상대국에 의
한 보복이 확산되거나, 상대국들도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여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사한 조치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buy local’을 기치로 자국제품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 행해지고 있는 사례
도 보고되고 있다(WTO 2009b, p. 2).
[표 2-6]은 주요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산업구제조치들을 포함한 재정
지원조치를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 WTO(2009a)는 이러한 조치들이 ‘buy/lend/invest/hire local’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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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응책 ❚
(단위: 달러)

국가
(재정
규모)

정책 유형 및 내용

실행
가능성

- 고용창출 및 산업지원을 위한 재정지
출(에너지(375억), SOC 및 IT (1,200
억), 교육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

경기
미국 부양 (7,870억)
구제
금융
구제 금융
EU
(3,000억) 경기
부양 일본 구제
(3,700억) 금융
-

중국 경기
(5,860억) 부양
-

경기
기타 부양
/
신흥
경제권 구제
금융

-

정책 효과 및
지속성
- 전체의 80%를 2년 동안 단기에
집행 예정
- 인프라 투자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 예상

법안
저소득층/중산층 세금 환급 또는 공제 통과로
- 소비로 직결되기보다는 저축, 보
시행
기업 법인세 감면(400억)
험 등 미래위험대비로 효과 분산
신자 구입 세금 환급
개시
예상
주택구매자 신용 한도 확대
산업계구제금융 176억(자동차 Big 3)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의 자동차 정책
산업에 대한 지급보증 및 구제금융 입안 중
독일, 세금환급쿠폰 지급 등 대규모
감세(650억)
정책
친환경 에너지사업 투자 및 R&D 발표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2차
자동차, 전기전자산업 구제금융
정책
입안
교통(2,600억),
환경시설(500억), 일부
농촌시설 및 주택건설(400억)
집행
외환보유액 운영 확대 일환으로 대 및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영기업 추가
M&A 지원 등
입안
자원개발, 전력 등 에너지 인프라, 부
동산/플랜트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
러시아: 에너지 국영산업과 금융부
일부
문 구제 금융(200억)
브라질: 유전 개발, 인프라 개발 부양 집행
및
인도: 섬유, 자동차, 피혁산업 지원
추가
베트남: 신발, 철강산업 진흥책
멕시코: 인프라 건설, 에너지, 광물 입안
개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보통신 및 인
터넷 허브화 정책

- 조건부 지급보증
- 1~2년 정도 유지 예상
- 단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전체 산
업을 포괄하는 방향

- 즉시 또는 1년 이내
- 농민공 실업 예방 등 고용창출
에 효과
- SOC 기반 구축, 내수진작, 기술
수준 고도화 부문에 지속

- 고용창출을 위한 전략산업 지원
책 중심으로 전개 중
- 장기 국가발전 경제정책 등과
연계돼 있어 지속 추진 예상

주: 각국 발표경기부양책 중 우리 수출과 기업성과에 영향도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함,
기타 신흥국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베트남,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LG경제연구원(2009)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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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을 포함하여 많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국 산업구제조치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국이
이러한 산업구제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의 진원지로서
금융산업과 제조업 공히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거
니와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산업구제에 나서고 있으며, 이
에 많은 개발도상국도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금융위기의 규모 및
참여국 수를 감안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구제조치에 소요되는
재정투입규모가 매우 대규모라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산업구제조치들이 신
발산업,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등 노동집약적이거나 주요 기간산업에 집중적
으로 투입되고 있다. 또 이러한 산업구제조치들은 동시에 투입되는 무역구제
조치들과의 연관성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넷째, LG경제연
구원(2009)이 지적하듯이 정부의 정책적 개입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한편, 그
개입강도도 눈에 띄게 강화된 특징을 나타낸다. 여기서 가장 큰 우려를 자아
내는 부분은 경기부양책 내의 보조금이다. 보조금이 특정 산업에 오래 잔존
해 있을수록, 시장에 기반을 둔 생산 및 투자 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
문이다. G-20 국가들의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서, 이러한 조치들로부터
의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조속히 설계, 공표되어야 한다는 점이 WTO
(2009b)에서 언급되고 있다.6)

나. 최근 주요 산업에 대한 산업구제조치 사례
[표 2-7], [표 2-8], [표 2-9]는 WTO(2009a, 2009b)가 집계하여 발표한

6) G-20 런던회담에서 “...재화 & 서비스 교역과 투자 장벽을 높이는 조치들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WTO에 반하는 조치들을 이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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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까지의 신발산업, 자동차산업 및 철강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산업 및 무역 구제조치들의 개략적인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 표 2-7. 신발산업에 투입되고 있는 산업/무역 구제조치 예시 ❚
WTO 회원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
터키
우크라이나

산업/무역 구제조치 현황
중국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중국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중국산 방수신발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베트남산 플라스틱 신발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신발에 대한 관세부과액 10달러씩 인상
중국/베트남산 가죽신발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신발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2009년 11월까지 시행
모든 신발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액 인상(2009년 3월부터 6개월간)

자료: WTO(2009a).

❚ 표 2-8. 자동차산업에 투입되고 있는 산업/무역 구제조치 예시 ❚
WTO
회원국

산업/무역 구제조치 현황

아르헨티나

- 자동차부품을 포함하여 ‘민감품목’으로 지정된 1,000개 제품에 대한 수입기준
가격(reference price) 책정
-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대한 정부대출(4,000만 달러 / 4월 22일)
- GM 로컬지점에 대한 주(state) 차원에서의 자금 지원(7,000만 달러)

호주

- 자동차딜러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12개월간 한시적으로 ‘특
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 설립

브라질

- 자동차생산업자들에게 17억 달러에 상당하는 정부신용 공여; 2009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판매세 인하

캐나다

-

중국

- 자동차 판매세 인하

인도

-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한 허가제도 도입(이 중 일부는 이미 만료)
- 중국산 승용차 타이어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개시(5월 18일)

프랑스

- 녹색제품 생산에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 저리의 신용 공여
-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 77억 달러 상당의 신용라인 개설

GM과 Chrysler사에 대하여 최대 30억 달러 규모의 신용공여 제공
상기 회사들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소유권(지분) 획득
상기 회사들의 구조조정기간 동안 담보물을 보장받음.
자동차 부품공급업자를 위한 외상매출금 보험을 확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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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계속 ❚
WTO
회원국

산업/무역 구제조치 현황

한국

- 자국산 및 수입업 자동차에 대해 판매세 인하(2008. 12. 19~2009. 6. 30)
- 1999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의 교체에 대해 소비, 취득, 등록세 70%
인하(2009년 12월까지 유효 / 5월 1일)

러시아

- 승용차, 트럭 및 버스에 대해 9개월간 한시적으로 관세 인상
- 엔진 및 주요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한시적으로 인하
- 외국산 자동차 조립업체를 포함하여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24억 달러
상당의 직접적 재정 지원
- 러시아 Sberbank로부터 자동차업체 OPEL에 대해 7억 달러 자금 대출(6월 4일)

터키

- 자동차 판매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국내세 인하

영국

- 녹색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신용보증 및 이자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
- 유럽 투자은행을 통해 자동차산업(Jaguar, Land Rover, Nissan)에 자금 대출
(4억 달러 / 4월 4일)
- 전기차량 구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미국

-

GM에 대한 134억 달러, Chrysler에 대한 40억 달러의 신용 지원
GMAC에 대한 50억 달러 상당의 우선주 취득(8% 배당금 조건)
GM에 대한 10억 달러 자금지원을 통해 GMAC의 주식취득권 부여
자동차 소매금융의 정상화를 위해 Chrysler 금융회사가 개설한 특수목적회사에
15억 달러를 5년간 신용공여
- 영업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의 회생을 위해 50억 달러 지원
- 운전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GM에 추가자금 지원(2억 달러 / 4월~5월 중)

에콰도르

-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

독일

-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제조업체 OPEL에 6개월 동안 21억 달러 대출
(Bridging loan 방식으로)

일본

- 몇몇 지방정부에서 자국산 제품의 구매를 독려하는 정책이 사용됨(자동차, TV,
그밖에 전자제품들 / 3월 9일)
- 자국 및 수입산 환경친화차량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프로그램(38억
7,000만 달러 / 6월)

멕시코

- 디젤 트럭에 대한 새로운 규제 부과

스페인

- 유럽투자은행을 통해 자동차산업(Nissan)에 자금 대출(5억 달러)
- 신차 구입에 대한 자금 대출지원을 포함한 새로운 경기부양책
- 환경친화차량 생산에 대한 이자율 보조 계획

자료: WTO(2009a,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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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철강산업에 투입되고 있는 산업/무역 구제조치 예시 ❚
WTO
회원국

산업/무역 구제조치 현황

아르헨티나

- 특히 철강 및 금속 제품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승인제도 도입
- 중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3월 2일)

EU

- 철광석 및 철강패스너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 중국과 몰도바산 철강제품들에 대한 예비 반덤핑관세 부과

이집트

-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 철강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관세 제거(10%)

인도

-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도입(일부는 이미 만료)
- 17개 철강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도입(2009년 2월부터 실시로 연기)
- 다양한 철광석 및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0 → 5%로 인상

인도네시아

- 소비자보호, 제품품질 확보 및 공정무역 확립을 위해 철강제품에 대한
의무적 품질기준 도입

말레이시아

- 국내 제품기준 충족을 위해 57개 제품에 대해 기술적 규제 도입

필리핀

- 자연광석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출허가제도 도입
- 철강앵글바에 대한 예비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러시아

- 9개월간 한시적으로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

터키

-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한시적 인상

미국

- 2009년 ARRA 입법을 통해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산 철강제품 사용
규정- 단 국제조약의 규정에 합치되고 최빈개도국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

베트남

-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 주요 철강 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 합금강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0 → 10%)

브라질

-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Mercosur 공통관세에 의해 면제된
국가들까지 포함)

이스라엘

- 건축 시공용 철근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개시(3월 26일)

중국

- 특정 수출품에 대한 VAT 환급률 인상 (철 및 비철금속 제품 포함 / 4월
1일)

자료: WTO(2009a, 2009b).

[표 2-7] ~ [표 2-9]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무역 및 산업 구제조
치들을 좀더 가까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무역 및 산업 구제조치를 투입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선진

40│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과 개도국에 관계없이 재정투입이 가능한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고 있
다는 점이다. 둘째, [표 2-7] ~ [표 2-9]는 가장 민감한 산업분야 중에서 신
발, 자동차, 철강 등 세 가지 산업분야에 투입된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신발 및 철강 산업에는 주로 무역구제조치가, 자동차산업에는 보조금지급,
이자감면, 정부의 지분참여 등 직접적인 산업구제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7] ~ [표 2-9]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WTO(2009a)가 지적하듯
이 많은 나라가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함에 있어 ‘국산품 우대적’이며 ‘수
입품 차별적’인 요소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김한성
(2009)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경제적 국수주의(Economic Nationalism)
의 경향이 감지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지식경제부(2009)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 중에서 ① 인프라 건설 시에 미국산 철강 사용을 의무시하거나, ②
국토안보부에서 구매하는 의류, 직물 등이 100% 미국산이어야 할 것, ③ 미
국정부가 제공하는 구제금융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이 외국인의 고용을 금해야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내국민대우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
음을 밝혔다. 또 미국은 2008년 신통상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2009년 무역
이행법안을 입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① 공정무역 강화,
② NAFTA 개정, ③ 무역조정지원(TAA) 강화, ④ 해외고용증대 기업의 세
금우대 폐지, ⑤ 국내고용창출기업 조세혜택 강화 등 다섯 가지를 핵심적 내
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내산 제품을 우대하고 수입제품에
대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 수출확대와는 별도로 금융위기의 여파를 ‘내수중심경제로의 이
행’을 통해 극복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일본의 경우도
[표 2-7] ~ [표 2-9]에서 볼 수 있듯이 실로 다양한 무역/산업 구제조치를 취
하고 있다. 미국처럼 Buy European 또는 Buy Japanese 정책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전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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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세계 주요국의 산업/무역 구제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경
제에도 다양한 형태의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일
부 산업에 대한 산업지원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나라가 도입하는 무역 및 산
업 구제조치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각국이 취하고 있는 무역 및 산업 구제조치들을 통한 경기부양책 및 구제
금융이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다음
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자동차산업에서는 많은 나라가 친환
경자동차들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수단들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많은
나라가 자동차산업의 판매부진을 일시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도입했던 자동
차교체비용 지원 등에서도 친환경차량 및 소형차를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했
다. 따라서 향후 국내 자동차업계는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하이브리
드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전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부진에 따라 강재수요가 일시적
으로나마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철강산업의 지배적인 경쟁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 등 국내 철강기업들도 이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소(2009)는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SOC 투
자에서 자국산 철강 사용을 의무화는 ｢Buy America｣ 조항을 입법화했고,
이는 일부 주정부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미국 인디애나 주정부
의 결정으로 ‘Buy Indiana’ 조치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7) 미국 연방정부의 보호주의적 정책입안이 가시화되자 EU, 일본, 한국
등 자국 상품의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에 커다란 중요성을 두고 있는 많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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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반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정부도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정책 운용을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지는 아직도 관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보호주의적 추세에서 또 하나 우려되는 사항은 많은 국
가가 자신들의 보호주의적 정책수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보호
주의적 정책수단을 용인하는 이른바 ‘공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
론 1930년대의 대공황에서와 같이 자국통화의 환율을 경쟁적으로 평가절하
하여 가격경쟁력을 개선하거나, 경쟁적인 관세인상을 통해 수입품의 시장접
근을 어렵게 만드는 등의 형태로 발전하지는 않은 것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산업에서처럼 많은 나라가 대놓고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상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관찰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에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밖으로는
개방된 세계시장과 자유로운 무역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안으로는 내
수시장을 활성화하여 산업의 동력을 이어가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APEC, G-20 등의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우리 경제의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2009b)는 2009년 5월 한국정부가 내수시장 활
성화를 위해 9개 서비스산업(교육, 의료, 물류, 콘텐츠 공급사업, IT 서비스
등)의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사실을 보고하고 이 계획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 사례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을 지적하고 있다.

7) 포스코경영연구소(2009. 6. 23), ｢글로벌 철강 무역전쟁 시대의 도래와 시사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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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TO 규범협상의 의의
본 장의 1절과 2절에서는 WTO 출범 이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무역
구제조치의 일반적인 추세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나타난 새
로운 트렌드를 분석해보았다. 또 보조금지급, 수입제한적 정책수단의 도입
등의 형태로 최근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WTO 회원국들의 산업구제조치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분석 및 평가를 해보았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
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무역 및 산업 구제조치의 발동은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
효과를 아직도 겪고 있는 2009년 중반 현재 무역 및 산업 구제조치의 건수
가 평상시에 비해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표 2-10]은
2009년 3 ~ 6월 중 WTO 회원국이 도입한 것으로 확인된(verified) 무역 및
무역관련조치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상의 일단을 방증해주고 있
다고 하겠다. WTO(2009b)에서 집계되고 있듯이 ‘확인되지 않은(unverified)’
무역 및 무역관련조치들을 추가할 경우 전체 발동건수가 103건으로 크게 확
대되었다.8) 이렇게 최근 수개월간 무역 및 무역관련조치들이 크게 확대된
현상은 현재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WTO 회원국 전체에 확산되어 있는 산업
구제조치와 함께 향후 수년간 잠재적인 분쟁요인으로 남아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은 무역구제조치 및 산업구제조치의 발동에는
일정 기간의 시차(timelag)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와 2010년의 전체를 통틀어 이 조치들의 활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 이는 본문의 [표 2-10]에 나타난 66건의 총발동건수에 WTO(2009b)의 Annex 1에서 미확인자료에 의
한 37건의 조치 발동사례를 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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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0. 최근 WTO 회원국이 도입한 무역 및 무역관련조치 현황(2009년 3~6월) ❚
WTO 회원국

조치건수

WTO 회원국

조치건수

아르헨티나
호주

7

한국

1

2

말레이시아

1

볼리비아

1

멕시코

2

브라질

1

몽고

1

캐나다

3

페루

1

중국

7

필리핀

1

도미니카공화국

1

러시아

8

유럽공동체

3

스위스

2

에콰도르

1

터키

2

이집트

1

우크라이나

2

인도

11

미국

8

인도네시아

2

베네수엘라

1

이스라엘

1

총 계

66

주: 본 자료는 WTO에서 확인한 것만 집계한 것이며, WTO는 이 조치들 모두가 보호무역적인 것을 확인하
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자료: WTO(2009b), pp. 33~37, Annex 1에서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사항들과의 연관성 하에서 평가해볼 때 WTO의 도하개
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분야의 하나로서 2001년부터 현재까
지 진행되고 있는 WTO 규범협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규범협상이 DDA의 중요한 축 중 하나로 취급받는 이유는 GATT
가 출범한 1947년 이후 60여 년이 지나면서 상당한 정도의 관세인하가 이
루어져 관세가 이제는 무역장벽으로서 그 의의를 크게 상실하게 되었고 다
른 보호무역수단을 모색하는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해서 그 규정을 명확화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규범의 명확화 필요성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가 발동될
경우 그 조치가 종결될 때까지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과
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무역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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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동을 어렵게 하고, 발동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도 규범협상을 통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무역구제조치 및 산업구제조치들은 경기순환
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상승할 때 그 발동건수가 줄어든 반
면, 경기가 하강할 때 그 발동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관관계는 ‘국제무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국제무역체제의 기본취지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으로부터의 이익(gains from trade)은 경기가 하강할
때 국민경제에 보다 확대된 시장을 제공하여 부정적인 경기효과를 상쇄해주
는 정책방향에서 얻을 수 있는데, 작금의 반덤핑조사 건수의 증가 등 무역구
제 조치의 투입추세는 이와는 상치되는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DDA 규범협상이 가지는 또 하나
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관련 협정의 규정들을 되도록 명확하고 투명하
게 만들어 무역구제조치의 발동을 보다 어렵게 해서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이에 기초하여 무역 확대를 통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현
행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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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반덤핑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1.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 경과
반덤핑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GATT 1994 제VI조의 해석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을 지칭하며, WTO 회원국이 반덤
핑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규범을 제
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그 규정 자체가 모호하거나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규정 적용을 둘러싸고 WTO 회원국 사이에 빈번한 분쟁이 발생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덤핑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이 논의
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미국 시애틀
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논의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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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할 뉴라운드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논
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반덤핑협정 개정을 포함하여, 노동과 환
경이슈 등의 새로운 협상의제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 도출
이 여의치 않아 결국 시애틀 각료회의에서의 뉴라운드 출범은 좌절되었다.
이후 2001년 11월 9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
서 반덤핑협정 개정을 포함한 규범분야가 협상의제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하
여 다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이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이 의제를 협상에 포
함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한국, 일본, 칠레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이 찬성하였다. 결국 미국이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규범분야의 협상이 각
료선언의 작업프로그램에 포함되었는데, 규범분야의 협상에는 반덤핑협정 개
정에 관한 협상에 추가하여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과 지역무역협정을 개정
하는 협상도 포함되었다. 즉 반덤핑협정 개정에 관한 협상은 도하 각료회의
의 결과 출범한 WTO 체제 하에서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
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일부분으로 채택되게 된
것이다.
DDA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목표
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홉 번째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
범 이후로는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이전 협상들과 달리 ‘개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
들의 주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 출범 당시 계획은 규범, 농
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전체 협상의제를 단일패키지로 간주하여
일괄타결9)방식으로 2005년 이전에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
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9) Single undertaking 또는 package deal로도 불리며,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문구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하여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방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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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등으로 인해 DDA 협상은 2009년 9월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

가. 도하각료선언 반덤핑 관련 위임사항(Doha Mandate)
반덤핑규범의 개정이 포함된 규범협상에 관련된 사항은 제4차 각료회의에
서 채택된 각료선언문의 제28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반덤
핑협정, 보조금협정의 규범을 명료화(clarify)하고 개선하는(improve) 협상을
개시하고, ② 이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은 유지하
는 한편, ③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필요를 고려하면서, ④ 수산보조금의
WTO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하며, ⑤ 지역무역협
정에 적용되는 WTO 조항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규범분야의 협상은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등 세 가지 협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한편, 보조금협정에 관한 협상은 일반보조금과 함께 수산보조금도 다루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중에서 반덤핑규범과 관련한 위임사항은 반덤핑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을 유지하고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필요를 고려하
면서 반덤핑협정의 규범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도하각료선언문 제28항은 규범분야의 협상방법으로
우선 회원국들이 무역왜곡적 관행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개
선하고자 하는 조항들을 가려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고 개
선하는 2단계 협상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9

제3장 반덤핑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

❚ WTO 규범협상 관련 도하각료선언 위임사항 ❚
28. In the light of experience and of the increasing application of these instruments by
members, we agree to negotiations aimed at (1) clarifying and improving disciplines
under the Agreements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2) while preserving the basic concepts,
principles and effectiveness of these Agreements and their instruments and objectives,
and (3)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participants.
In the initial phase of the negotiations, participants will indicate the provisions,
including disciplines on trade distorting practices, that they seek to clarify and
improve in the subsequent phase. In the context of these negotiations, (4) participants
shall also aim to clarify and improve WTO disciplines on fisheries subsidies,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is sector to developing countries. We note that
fisheries subsidies are also referred to in paragraph 31.
29. We also agree to negotiations aimed at (5) clarifying and improving disciplines and
procedures under the existing WTO provisions applying to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negotiation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나. 규범협상그룹의 논의 동향
도하각료선언은 2005년 1월 1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DDA 협
상의 지침을 제공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릴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를 구성하여 2002년 1월 30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는 2002년 1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규범분야를 논의할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을 설치하였
다. 규범협상그룹은 2002년 3월 11일 첫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이 그룹의 향
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개략적인 회의일정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
를 도출한 후 본격적인 협상과정에 돌입하였다.
반덤핑협정 개정에 대한 협상은 2003년 제5차 WTO 각료회의까지 지속
되었으나, 이 각료회의에서는 일괄타결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된 DDA 협
상 전반에 관하여, 특히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관한 주요 회원국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각료회의 자체가 결렬되었으며, 반덤핑협정에 관한 규범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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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4년 7월 DDA의 작업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04년 8월 1일 소위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일반이사회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7월 패키지’는 DDA 협상을 지속한다는 일종의 다짐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협상과정에서 회원국 간 가장 이견이 컸던 농업분야
에 대한 합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반덤핑을 포함한 규범분야 협상에
관해서는 ‘회원국들이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일반적인 내
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각료선
언은 2006년 중 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른 시기에 규범협상그룹
의장이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된 협정개정문안(consolidated text)’을 작성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6년 7월 개최된 일반이사회가 당분간 협상을
휴지하자는 WTO 사무총장 Pascal Lamy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규범협상
또한 타결되지 못하고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2006년 11월부터 DDA 협상이 재개되면서 규범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부
진하였던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협상이 계속되었고 2007년 11월 30일에는
규범협상그룹 의장이 작성한 의장초안이 배포되었다.10) 2007년 초안은 그동
안 규범협상그룹에서 논의된 주요국의 입장을 반영하였으나, 다른 협상그룹의
초안과는 달리 괄호(bracket)나 옵션(option) 없이 단일 문안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회원국의 입장이 반영된 분야 및 그 정도에서 의장의 자의적인 결정
이 문제시되는 등 배포 이후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을 초래하였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08년 5월에는 2007년 의장초안에 대한 다자
차원의 논의내용 및 그동안 제출된 제안서를 모두 포함하여 통합한 작업문

10) WTO(2007. 11. 30), 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e AD and SCM Agreements, TN/RL/W/213
이하 2007년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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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제출되었다.11) 이 작업문서는 제출배경을 담은 설명과 함께 반덤핑, 일
반보조금, 수산보조금의 세 영역별로 초안 및 초안에 대한 협의내용, 그리고
이미 제안된 문안을 병렬적으로 정리한 3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
다. 이어서 2008년 12월 19일 의장은 2007년 초안에 대하여 그동안 대다수
회원국이 반발해온 내용의 상당 부분을 철회한 제1차 수정안을 배포하였
다.12)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반덤핑협정 개정협상은 DDA 규범협상 중에서도 가
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1월
규범협상그룹이 출범한 이후 같은해 4월 캐나다가 최초로 제안서를 제출한
이래 2009년 8월까지 규범협상그룹에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공식적으로 배
포된 문서는 모두 463건으로 집계되고 있다.13) 이 중 2007년 초안이 작성
되어 배포되기 전의 기간에만 413건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초안 배포 후
2008년 12월 수정안이 작성· 배포된 사이의 기간에는 43건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2008년 12월 수정안 배포 이후 2009년 8월까지 제출된 공식문서는
5건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최근 제출된 5건 중에는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
정 문안의 통일을 위한 자료가 2건이며, 나머지 3건 또한 2008년 수정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본격적인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매우 미미한 내용이라
하겠다. 2007년 초안 제출 전 전체 463건의 약 89%에 해당하는 413건의
문서가 제출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나올 만한 이슈
는 이미 모두 나왔고 회원국들의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왔다. 특

11) WTO(2008. 5. 28), Working Document from the Chairman, TN/RL/W/232.
12) WTO(2008. 12. 19), New 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e AD and SCM Agreements, TN/RL/W/236
이하 2008년 초안.
13) WTO 규범협상그룹은 이를 ‘Proposals, Secretariat notes and other documents formally circulated
to the Group’으로 분류하며, 문서코드는 ‘TN/RL/W*’와 ‘TN/RL/GEN*’으로 표기하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W시리즈는 240번까지, GEN시리즈는 159번까지 진행되고 있다. 두 시리즈의 합은 399로
총건수인 463건과 64건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동일한 문서번호 하에서 정정(Corrigendum) 또는 개
정(Revision)이 이루어진 경우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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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2007년 의장초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이 수정된 2008년 의장초안
에서 대부분 철회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같은 주장을 반복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2008년 초안 배포 이후 회원국들의 반응이 미미한 주된 요인
인 것으로 평가된다.

2.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반덤핑 규범협상은 현행 반덤핑협정의 모호함을 개선하고 조항을 명확하
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앞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규범협상 가운
데 논의가 가장 활발히 전개된 분야이다.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지역무역
협정 관련 규정에 관한 규범협상에 비해 반덤핑협정에 관한 협상이 상대적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에는 WTO 회원국들의 입장차이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주도하는 세력이 뚜렷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덤핑협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세력들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국가군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국으로 구성된 반덤핑 Friends Group
(Friends of Anti-Dumping Negotiations: Friends Group)14)이 협상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덤핑 Friends Group은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
지하기 위해 반덤핑절차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강한 개정의지를 가지고
2002년에는 검토가 필요한 34개 이슈를 발굴하였고, 그 후 이 중 20개 이
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논의가 협
정문안(legal text)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협상이 진전된 이후에도 주

14) Friends Group에 참여하고 있는 WTO 회원국들은 한국, 브라질, 칠레, 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터키 1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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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슈에 대한 수정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반덤핑협정 관련 개정협상을 사
실상 주도하고 있다.
둘째, Friends Group과 가장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회원국으로
미국을 들 수 있다. 앞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2008년까지 14년의 기간 중 이루어진 3,200여 건의 덤핑조사 개
시(initiation)건수에서 조사국(총 418건)으로서는 두번 째, 피조사국(총 189
건)으로서는 세번 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로서 반덤핑협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나라 중 하나이다. 미국
이 발동한 조사 개시건수가 400건이 넘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국은 기본적
으로 덤핑수출이 공정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산
업을 해치는 커다란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수출국들의 덤핑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덤핑조치가 불가피하다
는 입장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협상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히 우회덤핑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
한 협상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Friends Group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회원국에 의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여 미국은 도하각료회의 과정
에서 협상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미국은 특히 조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반덤핑 절차 전반에 걸친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자
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반덤핑협정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Friends Group과 이에 소
극적인 미국의 입장대립에서 비교적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WTO 회
원국으로 EU와 캐나다 등을 들 수 있다. EU와 캐나다는 미국, 호주와 함께
전통적으로 반덤핑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선진국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반덤핑조치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덤핑행위를 규제하기 위
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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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WTO의 반덤핑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나, 반덤핑조치
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Friends Group의 입장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특정 사안에서는 미국보다 매
우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Friends Group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최근 수년간 반덤핑제소를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군으로 등장한 다양
한 개도국의 입장도 주목된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국가들은
한편에서는 선진국 및 다른 개도국들의 반덤핑제소에 의해 피해를 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반덤핑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이들은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과 함
께 반덤핑조치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반덤핑 관련 규율을 강화할 경우 조사역량이 상대
적으로 약한 개도국 조사당국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특히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조사당국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
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Friends Group의 적극적인 개정입장에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덤핑협상의 주요 쟁점은 Friends Group이 제기한 제로잉(zeroing), 일
몰재심(sunset review),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등의 쟁점들과 미국
이 주장하고 있는 조사절차 개선 및 우회덤핑방지(anti-circumvention) 등의
쟁점들로 요약될 수 있다.

가. 제로잉
제로잉(zeroing)은 국내 시장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낮아 음(陰)의 덤핑마진
이 발생할 경우 이를 ‘0’으로 처리하여 전체 평균 덤핑마진이 크게 산출되도
록 하는 덤핑마진 계산방법을 지칭한다. 이에 대하여 Friends Group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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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C, 중국, 인도 등 대다수 국가는 음의 덤핑마진을 자의적으로 ‘0’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음의 덤핑마진을 있는 그대로 합산하여 전체 평균 마진
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제로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반면 미국은 음의 수치로 인하여 덤핑마진이 축소되는 것에 반대하면
서 현행 협정이 제로잉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표적덤핑(target dumping)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제로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 3-1]
은 제로잉 계산방법을 적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덤핑마진의 차이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 표 3-1. 사례를 통해 본 제로잉의 효과 ❚
정상가격
(NV)

수출가격
(EP)

150

120

30

30

160

150

10

10

140

160

-20

0

150

170

-20

0

180

120

60

60

130

160

-30

0

총평균마진
덤핑마진율(ad valorem)

제로잉 없는
덤핑마진

제로잉
덤핑마진

5.00

16.67

3.30%

10.99%

반덤핑협정 상 명시적으로 제로잉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 이슈는 ‘EC․인도산 면직류 침구 린넨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EC․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Type Bed-Linen from
India)’ 사건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여러 분쟁사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건들에서 WTO 패널 및 상소기관은 원심(investigation)에서 A
to A 비교방식15)을 적용할 때 제로잉 관행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일관
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또한 재심(review)에서의 A to T 방식16)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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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잉 관행에 대해서는 패널에서 있었던 ‘협정 합치’ 판정을 상소기관에서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반덤핑
협정이 전체 가중평균 마진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다. 더 나아가 덤핑되지 아니한 상품이 일부 수입되었다고 해서, 이 사
실 때문에 덤핑된 상품에 대해 계산된 덤핑마진이 상쇄(offset)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제로잉 관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7) 특히 미국은 제로잉과 관련된 반덤핑협정의 명시적 규정
의 부재가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WTO 패널과 상소기관 간의 이견을 초래했
다고 보고 제로잉 이슈를 분쟁해결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이번 DDA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Friends Group은 반덤핑협정 제2.4.2조를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제로
잉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고, 재심에서도 이 방법을 금지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18) 중국과 인도도 Friends Group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같은 개발도상국
인 인도의 경우 모든 비교방식에서 제로잉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며, 적어도 표적덤핑의 경우에는 제로잉 관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19)

15)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수출가격의 가중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16) 개별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가중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17) Offsets for Non-Dumped Comparisons-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N/RL/W/208,
2007 .6. 5.
18) Proposal on Prohibition of Zeroing, TN/RL/W/113, 2003. 6. 6.
19) Second Submission of India, TN/RL/W/26, 200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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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소 적격
반덤핑협정 제5.4조에 따르면 반덤핑조사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국내산업 부분이 생산한 동종상품 총생산의 50%를 초과하는 산출
량을 대표하는 국내생산자들이 조사신청을 지지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지하
는 국내생산자의 총생산이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된 동종 상품 총생산의
25% 미만인 경우 조사가 개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Friends Group은 반덤핑조사 신청을 위한 제소 적격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두 단계로 이루어진 기준을 우선 전체 국내 생산의
50% 이상이라는 한 단계로 조정하여 반덤핑제소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한편, 더 나아가서는 생산비중이 비교적 낮게 설정된 50%의 찬성요건도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0) 캐나다는 조사당국이 신청서에 대
한 국내산업의 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에서 비중이 높지 않은 생산량을 보유한 생산자가 신청하
여 조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 개시의 적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21)

다. 미소마진으로 인한 조사 종결
반덤핑협정 제5.8조는 덤핑마진이 매우 작거나(de minimis) 또는 덤핑수
입량이나 피해가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무시할 만한(negligible) 수준이라고

20) Second Contribution to Discussion of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 on Anti-dumping Measures,
TN/RL/W/10, 2002. 6. 28.
21) Submission from Canada Respecting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TN/RL/W/47, 200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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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를 즉각적으로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덤핑마진이 2% 이하인 경우 미소마진으로 간주되고,
특정 국가로부터의 덤핑수입량이 수입국의 동종 상품 총수입량의 3% 이하
의 점유율을 보이는 경우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미소마진(2%)과 무시할 만한 수준(3%)의 기준에 대하여 Friends
Group은 덤핑마진의 계산방법에 많은 가정이 사용되기 때문에 현 2%의 미
소마진은 그러한 방법의 다양성이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시 고려해야 하며, 3%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 적절한지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2) 인도와 중국은 Friends Group보다 더 구체적인 제안
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기준을 두 경우 모두 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3) 또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소마진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 반면, 캐나다는 모든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가능한 미소마진
의 적정한 수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24)

라. 일몰재심
반덤핑협정은 반덤핑조치가 원칙적으로 5년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 조사당국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일몰재심
(sunset review)을 통하여 조사당국이 덤핑 및 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치를 연장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
다.25) 실제로 많은 WTO 회원국의 관행을 보면 반덤핑조치가 부과된 이후

22) Anti-Dumping: Illustrative Major Issues, TN/RL/W/6, 2002. 4. 26.
23) Proposals on Implementation Related Issues and Concerns, TN/RL/W/4, 2002.4.25. ; Propos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Negotiation on Anti-Dumping, TN/RL/W/66, 2003.
3. 6.
24) Submission from Canada Respecting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TN/RL/W/47, 200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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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종료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이를 연장하여 부과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Friends Group은 이처럼 반덤핑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빈번하므
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몰재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반덤핑조치 이후 일
정 기간, 즉 최장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조치는 예외없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반덤핑조치가 종료된 후 1년간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두어 그 기간 중 동일한 대상제품에 대한 재조사 개시를 금지하는 방안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협상과정에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반면 미국과 EC 등은 덤핑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있는 상
황에서 단지 5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없이 반덤핑조치를
종료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은 반덤핑조치의 총 부과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26) 캐나다는 일
몰재심 규정을 존속시키되 조사당국의 직권조사 규정을 삭제하고 재심 관련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27)

마. 최소부과원칙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은 반덤핑협정에서 반덤핑관세 부과 시 덤
핑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adequate)
경우 반덤핑관세를 덤핑마진 미만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esirable)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28)
이미 최소부과원칙을 15년 이상 적용 중인 EC는 이 원칙을 반덤핑협정에

25) 반덤핑협정 제11.3조.
26) Proposal on Sunset Review- Communication from China, TN/RL/GEN/149, 2007. 6. 29.
27) Sunset Reviews- Communication from Canada, TN/RL/GEN/61, 2005. 9. 15.
28) 반덤핑협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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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29) EC와는 달리 중국은 선진
국이 개발도상국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부과원칙을 의
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0) 인도는 최소부과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반덤핑협정 제9.1조를 개정하고, 피해마진 산정 원칙에 대하여
반덤핑협정의 새로운 부속서 III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31) Friends
Group 또한 반덤핑협정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인 반면,32) 미국은 피해규모를 수치로만 환산하여 덤핑마진과 비교하는 것
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Friends Group의 주장에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3)

사. 반덤핑조사 절차
미국은 반덤핑조사 절차와 관련된 개선도 제안하였는데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반덤핑조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Friends Group이 주장하듯이 반덤
핑조치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실체 규정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조사 절차에
서의 투명성(transparency)과 공정성(due process)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이라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미국이 조사 절차 이슈를 부각시킨 이유는 ① 반덤핑제도의 절차적 투명

29) Submiss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Concerning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TN/RL/W/13, 2002. 7. 8(다만 이 원칙의 강제규정화 이상의 상세한 규정
을 추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30) Propos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Negotiation on Anti-Dumping, TN/RL/
W/66, 2003. 3. 6.
31) Proposal on Mandatory Application of Lesser Duty Rule- Communication from India, TN/RL/
W/170, 2005. 2. 9.
32) Further Submission of Proposals on the Mandatory Application of the Lesser Duty Rule, TN/
RL/GEN/43, 2005. 5. 13.
33) Further Comments on Lesser Duty Proposals- Paper from the United States, TN/RL/GEN/
58, 200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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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미국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 ② 중국 및 인도 등
1990년대 중반 이후 반덤핑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부 개도국이 반덤
핑조치를 취하면서 수출업자의 절차적 권리를 적절히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③ 이 나라들에서는 조사당국의 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하여 미국이 조사 절차에 상대적으로 커
다란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반덤핑협정 개정에 관한 협상의 초점을
절차 규정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Friends Group 등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실체 규정 개정 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 우회덤핑 방지
우회덤핑이란 반덤핑조치를 받은 제품을 약간 변형하여 다른 제품으로 만
들어 수출하거나 제3국을 통해 수출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반덤핑조치를 회
피하는 것을 말한다. 반덤핑협정에는 우회덤핑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미국
은 우회덤핑 방지(anti-circumvention) 규정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005년 10월과 2006년 3월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미국은 ① 상품에 사
소한 변경만을 가하여 원심의 조사대상제품과 일반적인 특성 및 용도가 동
일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② 미완성상태로 수입하여 수입국에서 추가가공
또는 조립하는 경우, ③ 제3국에서 가공하여 수입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원심에서의 조사대상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원심에 대한 우회덤핑
으로 간주하여 원심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34)
한편 EC,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우회덤핑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

34) Submission on Circumvention-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TN/RL/GEN/71, 2005. 10.
14, Circumvention- Paper from the United States, TN/RL/GEN/106, 200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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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 일본, 홍콩,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그 필
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을 우려하였다.35) 우회덤핑 방지 규정의 도입문제는 기술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칫 정당한 무역거래까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3. 반덤핑협정 2007년/2008년 개정초안 분석
2008년 12월 19일 WTO DDA 규범협상그룹 의장36)은 2007년 11월 의
장초안37)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38)을 제출하였다. 2008년 초안에서 의장은
일부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슈에 대해서만 개정협정문서초안
(draft legal language)을 제시하고 제로잉과 같이 회원국 간 이견이 큰 이
슈에 대해서는 2007년 초안에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일단 철회하였다. 즉 논
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의견을 공란(bracket)으로 처리하고, 추
후 하의상달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을 채택하여 회원국 간 이견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39)
다음에서는 2008년 초안을 2007년 초안과 비교하여 제안이 철회되거나
수정된 쟁점 위주로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초안에서 철회된
쟁점의 경우 현행 반덤핑협정문과 논란이 되었던 2007년 초안의 내용을 비
교하면서 철회된 배경과 이유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2008년
초안에서 수정된 쟁점은 현행 협정문과 2007년 초안, 2008년 초안을 삼자

35) 우회덤핑 방지 조치는 상대적으로 수입국에 유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반덤핑 Friends
Group의 미국 반덤핑 관행에 대한 공세에 대응하는 미국의 방어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
36) Guillermo Valles Galm’s, 주제네바 우루과이 대사.
37) WTO, supra note 10.
38) WTO, supra note 12.
39) Ibid., pp. 1~2.

63

제3장 반덤핑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

비교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마지막으로는 2008년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쟁점에 대하여 요약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가. 2008년 초안에서 철회된 쟁점
1) 제로잉
덤핑마진 산정은 정상가격40)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반덤핑
협정 제2.4.2조는 조사 대상기간 동안의 덤핑마진을 일반적으로 가중평균 정
상가격과 수출가격의 가중평균을 비교하는 방법(A to A), 또는 개별 정상가
격과 개별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법(T to T)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다. 이러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41)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
격을 비교하는 방법(A to T)이 활용되기도 한다.

반덤핑협정
2.4.2

Subject to the provisions governing
fair comparison in paragraph 4, the
existence of margins of dumping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shall
normally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comparison of a weighted
average normal value with a
weighted average of prices of 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s or
by a comparison of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s on a transaction
to transaction basis.
A normal
value established on a weighted
average basis may be compared to

2007년 초안(TN/RL/W/213)
2.4.2 Subject to the provisions governing
fair comparison in paragraph 4, the
existence of margins of dumping
during thein an investigation phase
initiated pursuant to Article 5 shall
normally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comparison of a
weighted average normal value
with a weighted average of prices
of 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s
or by a comparison of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s on a
transaction‑to‑transaction basis. A
normal value established on a

40) 주로 수출국 내에서의 내수 판매가격.
41) 예컨대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양태를 발견하고, 가중평균의 비
교 또는 거래별 비교 사용으로 이러한 차이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
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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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prices of individual export transactions
if the authorities find a pattern of
export prices which differ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purchasers, regions
or time periods, and if an explanation
is provided as to why such
differences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appropriately by the use of
a weighted average to weighted
average or transaction to transaction
comparison.

weighted average basis may be
compared to prices of individual
export transactions if the authorities
find a pattern of export prices
which differ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purchasers, regions or time
periods, and if an explanation is
provided as to why such differences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appropriately by the use of a
weighted average‑to‑weighted average
or transaction‑to‑transaction comparison.
2.4.3

When the authorities aggregate the
results of multiple comparisons in
order to establish the existence or
extent of a margin of dumping,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apply:
(i) when, in an investigation initiated
pursuant to Article 5, the authorities
aggregate the results of multiple
comparisons of a weighted average
normal value with a weighted
average of prices of 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s,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amount by which
the export price exceeds the normal
value for any of the comparisons.
(ii) when, in an investigation
initiated pursuant to Article 5, the
authorities aggregate the results of
multiple comparisons of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s on a
transaction-to-transaction basis or
of
multiple
comparisons
of
individual export transactions to a
weighted average normal value,
they may disregard the amount by
which the export price exceeds the
normal value for any of the
comparisons.
(iii) when, in a review pursuant to
Articles 9 or 11, the authorities
aggregate the results of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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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2007년 초안(TN/RL/W/213)
comparisons, they may disregard
the amount by which the export
price exceeds the normal value for
any of the comparisons.

2007년 초안에서 규정하고자 했던 가격비교방법 자체는 현행 반덤핑협정
의 방법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2007년 초안은 A to A 방식의 경우 제로잉
을 명문으로 금지한 반면, 원심에서 T to T 방식과 A to T 방식의 제로잉
을 허용하였으며, 특히 재심에서 모든 방식의 제로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
고 있었다.42)
앞에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제로잉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의 비교 시 조사대상 상품의 세부기간별 또는 모델별로 계산된 덤핑마진을
가중평균하면서 음(陰)의 덤핑마진을 합산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덤핑마진을 높게 산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제로잉을 허용하는 2007
년 초안에 대하여 많은 국가, 특히 우리나라를 위시한 Friends Group 국가
들은 그동안 제로잉에 반대하는 다수의 공동제안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초안이 이를 무시하였으며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비판하였다. Friends
Group은 향후 제로잉 관행이 허용된다면 이는 그동안 진행된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43) 나아가 원심과 재심
등 모든 반덤핑조사 절차에서 어떠한 가격비교방식이 사용되는가에 관계없이
제로잉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4) 그밖에 표적덤핑(target
dumping)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제로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45) 2008년 초안에서 규범협상그룹 의장은 이와 같은 제

42) WTO, supra note 10, p. 6.
43) Statement on “Zeroing” in the Anti-Dumping Negotiations, TN/RL/W/214/Rev.3, 2008. 1. 25, paras. 2-3.
44) Prohibition of Zeroing, TN/RL/W/215, 2008. 1. 3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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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잉 관행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회원국들 간 커다란 이견이 아직도 존재함
을 인정하고 2007년 초안을 철회하였다.46)
제로잉의 허용은 수출업자의 덤핑마진 산정에 매우 불리한 것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반덤핑 규범협상에서 Friends Group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제로잉의 전면적인 금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인과관계
현행 반덤핑협정 제3.5조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으로 ① 덤핑
사실의 확인, ② 산업피해의 존재와 더불어 ③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덤핑수입에 의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실질
적인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수입국 정부가 수출업
자들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
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덤핑수입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
되지 않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 감소 혹은 소비행태의 변화, 외국생산
업자와 국내생산업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 사이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
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 검토 등 광범위한 요소들이 포함된다.47)

45) WTO, supra note 11, p. A-11.
46) WTO, supra note 12, p. 6.
47) 반덤핑협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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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반덤핑협정
3.5

It must be demonstrated that the
dumped imports are, through the
effects of dumping, as set forth in
paragraphs 2 and 4, causing injury
within the meaning of this
Agreement. The demonstra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umped imports and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shall be based
on an examination of all relevant
evidence before the authorities. The
authorities shall also examine any
known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which at the same
time are injuring the domestic
industry, and the injuries caused by
these other factors must not be
attributed to the dumped imports.
Factors which may be relevant in
this respect include, inter alia, the
volume and prices of imports not
sold at dumping prices, contraction
in demand or changes in the
patterns of consumption, trade
restrictive
practices
of
and
competition between the foreign
and
domestic
producers,
developments in technology and the
export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of the domest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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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t must be demonstrated that the
dumped imports are, through the
effects of dumping, as set forth in
paragraphs 2 and 4, causing injury
within the meaning of this
Agreement. The demonstra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umped imports and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shall be based
on an examination of all relevant
evidence before the authorities.
The authorities shall also examine
any known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which at the same
time are injuring the domestic
industry, and the injuries ous
effects of caused by these other
factors must not be attributed to the
The
dumped imports.12
examination required by this
paragraph may be based on a
qualitative analysis of evidence
concerning, inter alia, the nature,
extent,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timing of such injurious effects.
While the authorities should seek to
separate
and
distinguish
the
injurious effects of such other
factors from the injurious effects of
dumped imports, they need not
quantify the injurious effects
attributable to dumped imports and
to other factors, nor weigh the
injurious effects of dumped imports
against those of other factors.
Factors which may be relevant in
this respect include, inter alia, the
volume and prices of imports not
sold at dumping prices, contraction
in demand or changes in the
patterns of consumption, trade
restrictive
practices
of
and
competition between the foreign and
domestic producers, developments in
technology and the export performance

2007년 초안(TN/RL/W/213)

현행 반덤핑협정

and productivity of the domestic
industry.
12

Factors which may be relevant in
this respect include, inter alia, the
volume and prices of imports not
sold at dumping prices, contraction
in demand or changes in the
patterns of consumption, trade
restrictive
practices
of
and
competition between the foreign
and
domestic
producers,
developments in technology and the
export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of the domestic industry.

2007년 초안은 인과관계 판정 시 덤핑과 ‘다른 요소(other factors)’로 인
한 산업피해에 대한 정량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48) 2007년 초안은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회
원국들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견을 보였다.
첫째, 일부 회원국은 덤핑과 다른 요소를 분리하고 구분하는(separate and
distinguish) 것이 의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몇몇 회원국은 그
러한 문구의 삽입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비전가(non-attribution) 분석을 수행함에 있
어 정량적(quantitative)으로 할 것인지 정성적(qualitative)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하였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정량적 성격의 데이터를 사용
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많은 회원국은 덤핑수입과 다른 요소에 기인하는 피
해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근거로 일부 회원국은 비전가 분석이 정성적으로만 평가되어도 충분하

48) WTO, supra note 1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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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회원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적 방식이 정
성적 방식에 우선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덤핑수입에 의한 피해유발 정도를 다른 요소에 의한 피해유발 정도보
다 얼마나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일치되지 않고 있다.49)
결국 2008년 초안에서는 다른 요소의 분리 문제 및 정량 분석 의무화 문
제 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견이 존재함을 기재하며 인과관계 판정을
약화시켰던 2007년 초안을 철회하였다.50)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 초 홍콩,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대만 등과 함께 공동제안서를 제출하였다.51) 특히 이 제안서는 2007년 초안
에 대한 수정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52) 제안서 내용을 분석해보
건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Friends Group 국가는 ① 다른 요소의
분리를 명문화하여 의무규정으로 만드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② 정량적
계산방법을 우선하되,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한해 정성적인 분석방
법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5 It must be demonstrated that the dumped imports are, through the effects of
dumping, as set forth in paragraphs 2 and 4, causing injury within the meaning of
this Agreement. The demonstra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umped
imports and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shall be based on an examination of
all relevant evidence before the authorities. The authorities shall also examine any
known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which at the same time are injuring
the domestic industry, and the injurious effects of these other factors must not be
12
The authorities shall separate and distinguish the
attributed to the dumped imports.
injurious effects of such other factors from the injurious effects of dumped imports.
To the extent that a quantitative analysis is impracticable, tThe examination required
by this paragraph may be based on a qualitative analysis of evidence concerning,

49) WTO, supra note 11, p. A-19.
50) WTO, supra note 12, p. 7.
51) Causation, TN/RL/W/223, 2008. 3. 12.
52)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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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alia, the nature, extent,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timing of such injurious
effects. While the authorities should seek to separate and distinguish the injurious
effects of such other factors from the injurious effects of dumped imports, they need
not quantify the injurious effects attributable to dumped imports and to other factors,
nor weigh the injurious effects of dumped imports against those of other factors.
12
Factors which may be relevant in this respect include, inter alia, the volume
and prices of imports not sold at dumping prices, contraction in demand or changes
in the patterns of consumption, trade restrictive practices of and competition between
the foreign and domestic producers, developments in technology and the export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of the domestic industry.

3)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
반덤핑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해’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뿐
만 아니라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53) 현행 협정은 덤
핑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반덤핑조치의 적용은 특별히 주의하
여 검토되고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
(material retard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
다.54)
2007년 초안에서는 제3.9조를 삽입하여 실질적인 산업 확립의 지연에 대
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포함시켰다.55)

2007년 초안(TN/RL/W/213)

반덤핑협정
3.8

With respect to cases where injury is
threatened by dumped imports, the
application
of
anti
dumping
measures shall be considered and

3.8

With respect to cases where injury is
threatened by dumped imports, the
application of anti dumping measures
shall be considered and decided with

53) 반덤핑협정 각주 9.
54) 반덤핑협정 제3.8조.
55) WTO, supra note 1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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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decided with special care.

2007년 초안(TN/RL/W/213)
special care.
3.9 A determination of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shall be based on facts
and not merely on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possibility.
An industry may be considered to
be in establishment where a
genuine and substantial commitment
of resources has been made to
domestic production of a like
product not previously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Member, but production has not yet
begun or has not yet been achieved
in commercial volumes.14 In making
a determination whether an industry
is in establishment, and in examining
the impact of dumped imports on
the establishment of that industry,
the authorities may take into
account evidence concerning, inter
alia, installed capacity, investments
made and financing obtained, and
feasibility studies, investment plans
15
or market studies.
14 The authorities may however consider
that an industry is in establishment
not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established
producers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if those
established producers are not able
to satisfy domestic demand for the
product in question to any
substantial degree;
provided that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an
industry be considered to be in
establishment if the collective
production capacity of established
producers exceeds 10 per cent of
domestic demand for the product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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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안(TN/RL/W/213)
15 Members recognize that an examination
of possible material retardation
relates to the impact of dumped
imports on the efforts of the
industry to become established, and
that this type of impact may not be
reflected in actual or potential
declines in performance. Nonetheless,
the authorities shall evaluate, to the
extent that data exists, availabl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all
economic factors and indices
relevant to an examination of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omestic industry in question.

대부분의 회원국은 제3.9조를 신설하여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을 정의
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7년 초안에서 제
시하는 ‘국내산업이 확립 중에 있는(in establishment) 시기’를 과연 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회원국들의 논의가 집중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국
내생산이 존재하더라도 국내산업이 여전히 확립 중일 수 있다는 개념에 대
해서는 지지하였으나, 확립된 생산자들의 전체 생산능력이 국내수요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확립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
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10%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으며, 나아가 일단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
면 이 산업이 더 이상 확립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회원국
도 없지 않았다. 또한 많은 회원국은 10% 기준이 쇠퇴국면에 접어든 산업
을 확립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56)

56) WTO, supra note 11, p. A-24.

73

제3장 반덤핑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

2008년 초안은 2007년 초안에서 제안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지연에 대
한 정의를 삭제하면서, 이 정의를 포함하는 것 자체는 대체적으로 지지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의 방안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을 기재하고 있다.57)

4) 국내산업의 정의
반덤핑협정 제4.1조는 국내생산에서 제외 가능한 관련 당사자에 대한 규
정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생산자가 반덤핑조사대상상품의 수출업
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회원국의 영토가 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시장으로 분리되어 각 시장의 생산자가 별개의 산업으
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58)

2007년 초안(TN/RL/W/213)
4.1

(i)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nd except to the extent otherwise
provided in Article 5.4, the term
"domestic
industry"
shall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domestic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products or to those of
them whose collective output of the
products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ose products, except
that:
when producers are related to the
exporters or importers or are

2008년 초안(TN/RL/W/236)
4.1

(i)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nd except to the extent otherwise
provided in Article 5.4, the term
"domestic
industry"
shall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domestic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products or to those of
them whose collective output of the
products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ose products, except
that:
when producers are related13 to the
exporters or importers or are

57) WTO, supra note 12, p. 8.
58) 생산자와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반덤핑협정 각주 11 참고.
그런데 이 규정 상 ‘관계사(affiliated parties)’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 또한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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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안(TN/RL/W/236)

themselves
importers
of
the
allegedly dumped product under
consideration, the term "domestic
industry" may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rest of the
producers17,18;

themselves
importers
of
the
allegedly dumped product, the term
"domestic
industry"
may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rest of
the producers14;
(ii)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territory of a Member may, for the
production in question, be divided
into two or more competitive
markets and the producers within
each market may be regarded as a
separate industry if (a) the
producers within such market sell
all or almost all of their production
of the product in question in that
market, and (b) the demand in that
market is not to any substantial
degree supplied by producers of the
product
in
question
located
elsewhere in the territory. In such
circumstances, injury may be found
to exist even where a major 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industry is not
injured, provided there is a
concentration of dumped imports
into such an isolated market and
provided further that the dumped
imports are causing injury to the
producers of all or almost all of the
production within such market.

13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producers shall be deemed to be
related to exporters or importers
only if (a) one of them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the other;
or
(b) both of them are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ed by a third
person; or (c) together they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 a third person,
provided that there are grounds for
believing or suspecting that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 is such as
to cause the producer concerned to

(ii)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territory of a Member may, for the
production in question, be divided
into two or more competitive
markets and the producers within
each market may be regarded as a
separate industry if (a) the
producers within such market sell
all or almost all of their production
of the product in question in that
market, and (b) the demand in that
market is not to any substantial
degree supplied by producers of the
product
in
question
located
elsewhere in the territory. In such
circumstances, injury may be found
to exist even where a major 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industry is not
injured, provided there is a
concentration of dumped imports
into such an isolated market and
provided further that the dumped
imports are causing injury to the
producers of all or almost all of the
production within such market.
17 In determining whether to exclude a
producer from the domestic industry
in cases where that producer is
itself an importer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the authorities
shall consider, inter alia, the extent
of that producer's imports of that
product relative to its total sales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in the
market of the importing country and
the range of the allegedly dumped
goods imported by that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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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안(TN/RL/W/213)

2008년 초안(TN/RL/W/236)

relative to the range of its domestic
production and sales of the like
product. Evidence that the producer's
imports of the allegedly dumped
product are small relative to its total
sales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in
the market of the importing country
or that the goods imported by that
producer represent a limited number
of models relative to the range of
models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produced and sold domestically by
the producer would normally favour
a conclusion that the producer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domestic industry.

behave differently from non-related
producers.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one shall be deemed to
control another when the former is
legally or operationally in a position
to exercise restraint or direction
over the latter.
14 The reasons underlying any decision
by the authorities to exclude from
the domestic industry producers that
are related to the exporters or
importers
or
are
themselves
importers of the allegedly dumped
product shall be explained in the
relevant public notices or separate
reports required by Article 12.

18 The reasons underlying any decision
by the authorities to exclude from
the domestic industry producers that
are related to the exporters or
importers
or
are
themselves
importers of the allegedly dumped
product shall be set forth in the
relevant public notices or separate
reports required by Article 1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초안에서는 수출업자 또는 수입
업자와 관련된 생산자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을
신설하였다.
2007년 초안이 제시한 기준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관계사 제외를 규율
하는 기준의 필요성과 그 기준의 본질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특히 일부 회원국은 규정이 보다 정밀하여야 하고 수치 상의 기준이 반영
되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지시적(directive)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에 다른 회원국들은 관계사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에 어떤 기준이든 지나치게 규범적(prescriptive)이어서는 안된다는 견해

76│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를 밝혔다.59)
2008년 초안에서는 이와 같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2007년 초
안에서 제시하였던 기준을 철회하였다.

5) 고려대상상품
2007년 초안은 제5.6조의 2(5.6bis)를 삽입하여 고려대상상품에 대한 정
의를 추가하였다. 즉 반덤핑조사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입수한 증거에 비추어
고려대상상품의 범위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은 수입품을 발견한 경우, 조사
대상범위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60)

2007년 초안(TN/RL/W/213)
5.6bis
An investigation under this Article shall be initiated and conducted, and a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dumping, injury and causal link shall be made, only
with respect to a singl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the scope of which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a). If during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authorities find, in light of the evidence obtained, that the investigation includes imported
products that are not properly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they shall amend the product scope of the investigation and shall only
impose an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any distinct product under consideration if
they make determinations of the existence of dumping, injury and causal link with
respect to that product.

2007년 초안의 상기 정의에 대하여 다수의 회원국이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이러한 규정이 이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바보다 더 큰 문
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려대상상품의 정의 가능 범위, 고려
대상상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물리적 성질과 시장 성격의 역할, 그리고 고려
대상상품이 결정되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가 개진되었

59) WTO, supra note 12, p. 9.
60) WTO, supra note 1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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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2008년 초안에서는 2007년 초안의 관련 제안이 삭제되었다.61)

6) 관계사 보유정보 요청
반덤핑협정 제6.8조는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
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에 기초하여 긍정
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초안은 제6.8.1조를 삽입하여 조사대상업체가 자신이 통제
(control)하지 못하는 관계사가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비협조
(non-cooperative)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62)

2007년 초안(TN/RL/W/213)

반덤핑협정
6.8

In cases in which any interested
party refuses access to, or otherwise
does
not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r significantly impedes the
investigation, preliminary and final
determinations,
affirmative
or
negative, may be made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The
provisions of Annex II shall be
observ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6.8

In cases in which any interested
party refuses access to, or otherwise
does
not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r significantly impedes the
investigation, preliminary and final
determinations,
affirmative
or
negative, may be made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The
provisions of Annex II shall be
observ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6.8.1 Where an interested party substantiates
that it does not control an affiliated
party and that, despite its best
efforts, it has been unable to obtain
requested information from that
affiliated party, the authorities shall

61) WTO, supra note 12, p. 11.
62) WTO, supra note 1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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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consider whether to maintain,
modify or withdraw the request,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to
the
investigation.
In the event the
authorities decide to maintain the
request, whether in the same form
or as modified, they shall take such
reasonable steps as are available to
them to support the interested
party's efforts to obtain the
information.
Where despite the
interested party's best efforts,
necessar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an affiliated party is
not supplied, the authorities may
base their determinations on the
facts available.
They shall not,
however, deem the interested party
to have been non-cooperative.
31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one
party shall be deemed to control
another when the former is legally
or operationally in a position to
exercise restraint or direction, or to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latter. When considering whether
control exists, the authorities may
take into account, inter alia, direct
or indirect shareholdings and any
contractual,
legal
or
family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일부 회원국은 이러한 비협조 간주 금지규정의 추가를 지지하였으나, 다른
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조항이 비협조를 조장할 수 있으며 통제의 개념이 너
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63) 2008년
초안은 이러한 이견을 근거로 2007년 초안의 제안을 철회하였다.

63) WTO, supra note 1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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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이익 및 최소부과원칙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
할 것인지의 여부와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의 세액을 덤핑마진의 전액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보다 적게 할 것인가의 여부는 수입회원국 당국이 결정한다.
현행 반덤핑협정은 계산된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 시 덤핑마진 미만의 수준으로 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64)
이는 소위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반덤핑관세만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반덤핑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국제무역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내포하
고 있는바, 이 원칙은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 내지 권고규정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초안에서는 권고규정에서 더 후퇴하여 최소부과원칙을 삭제하였
다.65) 이는 특히 반덤핑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7년 초안(TN/RL/W/213)

반덤핑협정
9.1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o
impose an anti dumping duty in
cases where all requirements for
the imposition have been fulfilled,
and the decision whether the
amount of the anti dumping duty to
be imposed shall be the full margin
of dumping or less, are decisions
to be made by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Member.
It is
desirable that the imposition be
permissive in the territory of all

64) 반덤핑협정 제9.1조.
65) WTO, supra note 10,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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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ision whether or not to impose
an anti‑dumping duty in cases
where all requirements for the
imposition have been fulfilled, and
the decision whether the amount of
the anti‑dumping duty to be
imposed shall be the full margin of
dumping or less, are decisions to
be made by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Member. It is desirable
that the imposition be permissive in
the territory of all Memb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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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and that the duty be less
than the margin if such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that the duty be less than the
margin if such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Each
Member whose national legislation
contains provisions on anti-dumping
measures shall establish procedures
in its laws or regulations36 to
enable its authorities, in making
such decisions in an investigation
initiated pursuant to Article 5, to
take due account of representations
made
by domestic
interested
parties37 whose interests might be
affected by the imposition of an
38
anti-dumping duty. The application
of these procedures, and decisions
made pursuant to them, shall not
be subject to dispute settlement
pursuant to the DSU, Article 17 of
this Agreement or any other
provision of the WTO Agreement.
36

Each such Member shall publish
those procedures and shall notify
them to the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18.5.

37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term "domestic interested
parties" shall include industrial
users of the imported product under
consideration and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suppliers of inputs to
the domestic industry and, where
the product is commonly sold at
the retail level, representative
consumer organizations.
Decisions taken pursuant to these
procedures are not subject to the
judicial review requirements of
Article 1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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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안은 현행 협정문의 권고규정인 최소부과원칙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이익(public interests)의 고려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반덤핑관세를 부과
하기 이전에 조사당국은 제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이란 고려대상
수입품 또는 국내 동종 제품을 투입재로 사용하는 생산업자(industrial user)
이거나 국내산업에 이를 제공하는 공급자, 그리고 해당 제품이 소매단계에서
판매되는 경우 소비자(consumer)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절
차의 적용과 이에 따른 결정은 WTO 분쟁 해결 및 국내 사법절차의 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2007년 초안에 대하여 회원국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나타났
다. 먼저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 이해당사자(domestic interested
parties)의 의견을 고려하는 절차가 바람직한 것인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
다. 그러한 절차가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고 추가비용과 시간을 낭비
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입장66)과 이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67)이 대립하였다. 또한 공공이익 규정이 사법적 재심이나 WTO 분쟁해
결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조사당국이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최소부과원칙과 관련하여 다수의 회원국이 이 원칙을 의무화할 것을 강력
하게 주장하였으나,68) 산업피해마진을 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최소부과원칙의 포함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수 회원국은 공공
이익 고려의 규정과 최소부과원칙은 별개이며 상호 교환의 개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69)

66) 미국, 호주, 인도, 이집트 등.
67) Friends Group, EC, 캐나다 등.
68) 보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 Interest, TN/RL/W/222, 2008. 3. 12 참고.
69) WTO, supra note 11, p. 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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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안은 공공이익과 최소부과원칙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첨예하다는
점을 밝히고 2007년 초안의 제안을 철회하고 현행 협정문으로 복귀하였다.70)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데 충분하다면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WTO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았을 때. 최소부과원칙
의 삭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협상에서 이 원칙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공공이익 조
항의 삽입 여하와 상관없이 최소한 현행 권고규정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 우회덤핑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단 제3국으로 수출한
후 이를 경유하여 우회적으로 최종 목적지로 수출하거나, 사소한 변형을 가
하여 수출하는 제품에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우회덤핑
규정이다. 현행 협정 상 우회덤핑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없고 미국
과 같은 일부 국가가 국내법에 근거하여 우회덤핑을 규제하여왔다. 2007년
초안은 제9조의 2(9bis)를 삽입하여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새
롭게 도입하였다.71)

2007년 초안(TN/RL/W/213)
Article 9bis
Circumvention
9bis.1 The authorities may exte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n existing definitive
anti-dumping duty to imports of a product that is not within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from the country subject to that duty if the authorities determine that such
imports take place in circumstances that constitute circumvention of the existing

70) WTO, supra note 12, pp. 18~19.
71) WTO, supra note 10, pp.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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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nti-dumping duty.

9bis.2
Authorities may only find circumven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if they demonstrate that:
(i) Subsequent to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that resulted in the imposition of the
existing definitive anti-dumping duty, imports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from the
country subject to that duty have been supplanted, in whole or in part43:
- by imports from the country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y of parts or
unfinished forms of a product for assembly or completion into a product
that is the same as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 by imports of a product that is the same as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and that has been assembled or completed in a third country from parts or
unfinished forms of a product imported from the country subject to the
existing anti-dumping duty; or
44

- by imports of a slightly modified product
existing anti-dumping duty;

from the country subject to the

(ii) The principal cause of the change described in subparagraph 2(i) is the existence of
the anti-dumping duty on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from the country subject to the
45
duty rather than economic or commercial factors unrelated to that duty; and
(iii) The imports that have supplanted the imports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from the country subject to the existing anti-dumping duty undermine the remedial effect
46
of that duty.
9bis.3 With respect to imports referred to in 9bis.2 of parts or unfinished forms of a
product and imports referred to in 9bis.2 of a product assembled or completed in a third
country, the authorities shall only find circumvention if they establish that (i) the process
47
of assembly or completion is minor or insignificant and (ii) the cost of the parts or
unfinished forms makes up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total cost of the assembled or
completed product. The authorities shall in no case find that circumvention exists unless
they determine that the value of the parts or unfinished forms is 60 per cent of the total
value of the parts or unfinished forms of the assembled or completed product or more,
and that the value added to the parts or unfinished forms during the assembly or
completion process is 25 per cent of the total cost of manufacture or less.
9bis.4
The authorities may exte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n existing definitive
anti-dumping duty to imports of parts or unfinished forms of the product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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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assembled or completed in a third country only if they find that such
imports are dumped pursuant to Article 2.
9bis.5
A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circumvention within the meaning of this
Article shall be based on a formal review initiated pursuant to a duly substantiated
request.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such a review shall not be initiated unless the
authorities hav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n examination of the degree of the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the request expressed by domestic producers of the like product that
the request has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4.
9bis.6
The provisions regarding evidence and procedure in Article 6 shall apply to
any review carried out under this Article. Any such review shall be carried out
expeditiously and shall normally be concluded within 12 months of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review.
9bis.7
If the authorities hav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at
circumvention exists, they may apply the anti-dumping duty to the imported products
found to be circumventing the existing definitive anti-dumping duty48, including
retroactively to imports entered after the date of the initiation of the review.
42 Throughout this Article anti-dumping duty will be understood as duty or
undertaking.
43 Factors pertinent to a consideration of whether imports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have been supplanted include whether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pattern of trade of the exporters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y, the timing of such
change, and any association or compensatory arrangement between the exporter and the
importer or a third party. No one or several of these factors can necessarily give
decisive guidance.
44 A slightly modified product is a product that is not within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but that has the same general characteristics as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Factors pertinent to a consideration of whether a product is a slightly
modified product include general physical characteristics, purchaser expectations, end uses,
channels of trade, the interchangeability of the products, the processes, facilities and
employees used in production of the products, differences in the costs of production, the
manner in which the products are advertised and displayed, and the costs to transform the
slightly modified product into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No one or several of
these factors can necessarily give decisive guidance.
45 Factors pertinent to a consideration of the possible role of economic or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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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unrelated to the duty include technological developments, changes in customers'
preferences and changes in relative costs. No one or several of these factors can
necessarily give decisive guidance.
46 Factors pertinent to a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remedial effect of an existing
anti-dumping duty is undermined include the evolution of the prices and quantities of the
product assembled or completed in the importing country or in a third country or of the
slightly modified product and whether those products are sold to the same customers and
for the same uses as the product subject to the existing definitive anti-dumping duty. No
one or several of these factors can necessarily give decisive guidance.
47 Factors pertinent to a consideration of whether a process of completion or
assembly is minor or insignificant include the level of invest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the completion or assembly, the nature and cost of the production
process and the extent of the facilities used for completion or assembly. No one or
several of these factors can necessarily give decisive guidance.
48 If a review under this Article has been initiated on a country-wide basis, the
authorities shall exempt imports from particular exporters from the scope of any extended
anti-dumping duty if they find that those imports take place in circumstances that do not
constitute circumvention of an existing anti-dumping duty.

즉 우회덤핑이 발생했을 때 조사당국은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반입
된 부품 및 미완성품과 제3국에서 조립된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우회덤핑의 성립요건으로 해당 부품 및 미완성품
의 가치가 최종 완성품 가치의 60% 이상이거나 조립 또는 완성 과정에서의
부품 및 미완성품의 부가가치가 전체 제조비용의 25% 미만이어야 한다.
2007년 초안에서처럼 우회덤핑에 관한 특정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입장이 상이하다. 일부 회원국은 우회덤핑을 발견하였
을 경우 새로운 조사절차를 개시하면 된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반면, 다른 일
부 회원국은 우회덤핑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회원국 간 일정한 조화
를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적으로라도 우회덤핑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회덤핑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회원국 내에서도 수치적인 한계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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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 여부, 덤핑․산업피해 및 인과관계 판정이 필요한지 여부, 우회덤핑 방
지조치가 회사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국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
하여 아직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72)
2008년 초안에서는 우회덤핑 규정을 삭제하고 이 규정의 필요 여부 및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기재하고 있다.73) 우회덤핑 규정이 도
입될 경우, 그동안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던 국가들까지 우회덤핑 조치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협상에서 주의깊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9) 일몰재심
반덤핑협정 제11.3조는 확정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칙적으로 부과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 번 부과된
반덤핑관세가 5년 내에 완전히 종결되는 예가 극히 드물고, 많은 나라가 재
심조항을 활용하여 관세부과의 실효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일몰재심(sunset review)제도의 운용에서 조사당국에 과도한 재량
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반덤핑조치의 장기화를 막는다는 조항의 본래 취지
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07년 초안은 반덤핑조치가 첫 5년의 부과기간을 연장한 경우 10년이
지나면 관세 부과가 자동종료(automatic termination)되어 모든 반덤핑관세
는 원심과 재심을 합쳐 10년 이상 부과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상기
10년 일몰 후 2년 이내에 원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신속절차를 적용하도
록 규정하였다.

72) WTO, supra note 11, pp. A-88~89.
73) WTO, supra note 12,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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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any definitive
anti dumping duty shall be
terminated on a date not later than
five years from its imposition (or
from the date of the most recent
review under paragraph 2 if that
review has covered both dumping
and injury, or under this paragraph),
unless the authorities determine, in
a review initiated before that date
on their own initiative or upon a
duly substantiated request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rior to that date, that the
expiry of the duty would be likely
to lead to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dumping and injury.22 The duty
may remain in force pending the
outcome of such a review.

22

When the amount of the anti-dumping
duty is assessed on a retrospective
basis, a finding in the most recent
assessment
proceeding
under
subparagraph 3.1 of Article 9 that
no duty is to be levied shall not by
itself require the authorities to
terminate the definitive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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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any definitive
anti‑dumping
duty
shall
be
terminated on a date not later than
five years from its imposition (or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most
recent review of the duty under this
paragraph, or under paragraph 2 if
that review has c`overed both
dumping and injury, or under this
paragraph), unless the authorities
determine, in a review initiated
before that date on their own
initiative
or
upon
a
duly
substantiated request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rior to that date, that the expiry of
the duty would be likely to lead to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dumping and injury.52 The duty
may remain in force pending the
outcome of such a review.

11.3.1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a
review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initiated upon a written application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Such an application shall
contain
information
reasonably
available to the applicant and shall
explain why, in the view of the
applicant, dumping and injury are
likely to continue or recur should
the duty expire. The application
shall
in
particular
contain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condition of the domestic
industry since the imposition The
application shall i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domestic industry
and the potential impact that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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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dumping could have thereon if the
duty were terminated.
The
authorities shall determine whether
53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warrant a review. In any case, a
review shall not be initiated unless
the authorities have determined, on
the on th of an examination of the
degree of support for, or opposition
54
to, the application expressed by
domestic producers of the like
product, that the application has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4.
11.3.2

If in special circumstances,
authorities initiate a review under
paragraph 3 in the absence of a
written application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they shall
proceed only if they have sufficient
evidence to warrant an examination
as to whether dumping and injury
are likely to continue or recur
should the duty expire.
The
authorities shall set forth in the
relevant public notices pursuant to
Article 12 the special circumstances
underlying the decision to initiate a
review in the absence of a written
application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11.3.3 A review under paragraph 3 shall be
initiated not later than six months
prior to the end of the five year
period following the imposition of
the duty or of the five year period
following the most recent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Th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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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preferably be completed before
the end of that five-year period and
shall in no case be completed later
than
six
months
thereafter.
Irrespective of whether a review
under paragraph 3 is completed
after the end of that five-year
period, the result of the review shall
be effective as of that date. In the
event that the review results in the
termination of the duty, the
importing Member shall refund any
monies collected in respect of
imports occurring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termination and shall
pay a reasonable amount of interest
on such monies.
11.3.4 A determination whether the expiry
of an anti-dumping duty would be
likely to lead to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dumping and injury
shall be based on positive evidence
and
involve
an
objective
examination of all relevant factors.
The weight to be accorded to
particular factors will depend upon
the facts of each review, and no
one or several factors can
necessarily give decisive guidance.55
11.3.5 Any anti-dumping duty extended
beyond the end of the initial five
year period following a review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shall
be terminated on a date not later
than ten years after the date of the
imposition of the anti-dumping duty.
11.3.6. If during a period not longer than
two years from the date of
termination of an anti-dumping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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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ant to sub-paragraph 3.5, the
authorities initiate an investigation
pursuant to Article 5 on the basis of
an application containing sufficient
evidence of dumping, injury and
causal link pursuant to Article 5.3,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Member may take, under this
Agreement in conformity with its
provisions,
expeditious
actions
which may constitute immediate
appl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sing the best information available.
In such cases, definitive duties may
be levi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on products entered for
consumption not more than 90 days
before the application of such
provisional measures, except that
any such retroactive assessment
shall not apply to imports entered
before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anti-dumping duty.
52

When the amount of the antidumping duty is assessed on a
retrospective basis, a finding in the
most recent assessment proceeding
under subparagraph 3.1 of Article 9
that no duty is to be levied shall
not by itself require the authorities
to terminate the definitive duty.

53

The terms "sufficient evidence" and
"positive evidence" as used in
connection with the initiation and
conduct of a review under
paragraph 3 shall be interpreted in
light of the prospective nature of
the analysis required by such a
review and of the possible effects
of the existence of the anti-d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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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2007년 초안(TN/RL/W/213)
duty on the state of the domestic
industry and on the behaviour of
exporters with respect to margins of
dumping and volume of exports. In
this regard, existing conditions will
not necessarily be determinative in
considering compliance with the
"sufficient evidence" and "positive
evidence"
standards
of
sub-paragraphs 3.1, 3.2 and 3.4.
54 In the case of fragmented industries
involving an exceptionally large
number of producers, authorities
may
determine
support
and
opposition by using statistically
valid sampling techniques.
55 Thus, the authorities shall not rely on
presumptions that assign decisive
weight to particular factors. They
may, however, draw reasonable
inferences about the future from
evidence on current facts if such
inferences are supported by an
analysis of the evidence as a whole.

그밖에도 2007년 초안은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에 한해서만
조사당국 직권으로 일몰재심의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 국내산
업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국내산업의 신청에 의한 일몰재심
이 허용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일몰재심의 신청을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6
개월 전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는 한편, 재심의 종료기한도 관세 부과 종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하였다. 그밖에 일몰재심기간 동안 관세 부
과가 유지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재심 판정결과의 효력이 당초
관세 부과 종료 예정일로부터 이루어지도록 하여 그동안 관세가 사실상 5년

92│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을 초과하여 부과되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다.74)
2007년 초안의 강화된 일몰 규정은 Friends Group의 입장이 반영된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이견이 제기되었다. 먼저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일몰재심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자동종료
(automatic termination)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고, 만약 그럴 경
우 그 일정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회원국들 사이에서 의
견이 대립되었다. 이를 둘러싼 논의의 양 극단에는 어떠한 연장 가능성도 없
이 5년 후에는 자동으로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자동종료의 원칙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또한 재심 판정을 규율하는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여
야 하는지, 그러할 경우라면 어떤 기준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도 중요한 이슈
로 부각되었다.75)
이러한 의견대립을 반영하여 2008년 초안은 일몰강화규정을 철회하였다.
관세 부과기간의 제한을 통하여 일몰 규정의 강화를 모색한 2007년 초안은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반덤핑 피소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재심을 통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이 수십년간 지속되는
경우를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2007년 초안의 자동종료
규정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어 추후 협상에서 일몰규정이 강화될 수 있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4) WTO, supra note 10, pp. 25~27.
75) WTO, supra note 12,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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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8년 초안에서 수정된 쟁점
1) 덤핑마진 계산
2007년 초안(TN/RL/W/213)
2.4.2

Subject to the provisions governing
fair comparison in paragraph 4, the
existence of margins of dumping
during thein an investigation phase
initiated pursuant to Article 5 shall
normally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comparison of a weighted
average normal value with a
weighted average of prices of 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s or
by a comparison of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s
on
a
transaction‑to‑transaction basis. A
normal value established on a
weighted average basis may be
compared to prices of individual
export transactions if the authorities
find a pattern of export prices
which differ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purchasers, regions or time
periods, and if an explanation is
provided
as
to
why
such
differences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appropriately by the use of
a weighted average‑to‑weighted
average or transaction‑to‑transaction
comparison.

2008년 초안(TN/RL/W/236)
2.4.2

Subject to the provisions governing
fair comparison in paragraph 4, the
existence of margins of dumping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shall
normally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comparison of a weighted
average normal value with a
weighted average of prices of 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s or
by a comparison of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s
on
a
transaction‑to‑transaction basis. A
normal value established on a
weighted average basis may be
compared to prices of individual
export transactions if the authorities
find a pattern of export prices
which differ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purchasers, regions or time
periods, and if an explanation is
provided
as
to
why
such
differences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appropriately by the use of
a
weighted average‑to‑weighted
average or transaction‑to‑transaction
comparison.

2007년 초안에서는 덤핑마진 계산에 관한 제2.4.2조가 제5조에 따른 원심
조사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나,76) 2008년 초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삭
제하고 이 조항이 전체 반덤핑협정문에 적용되도록 수정하였다.77) 원심 조

76) WTO, supra note 1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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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만 적용될 경우 재심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2007년 초안의 삭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 회원국들
사이에 커다란 의견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2) 조사당국 파일 유지 및 공개 의무
2007년 초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당국이 요청받은 후 2일 이내에 파
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파일유지의무는 5년으로 규정하였다.78)
이에 비하여 2008년 초안은 요청 후 2일 이내에 파일에 대한 접근을 허용
하되 사법심사, 행정절차 등이 진행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수정
하였고, 파일유지의무기간을 5년이 아닌 반덤핑조치가 부과되는 기간으로 수
정하였다.79)

2007년 초안(TN/RL/W/213)

2008년 초안(TN/RL/W/236)

6.4bis The authorities shall maintain a file
containing
all
non-confidential
documents submitted to or obtained
by the authorities in an antidumping proceeding, including nonconfidential summaries of confidential
documents and any explanations
provided pursuant to Article 6.5.1 as
to why summarization is not
possible, and shall allow any person
to review and copy the documents
in that file upon request. Access to
this file shall be provided promptly,
and in any case within two working
days of a request. The non-confidential

6.4bis The authorities shall maintain a file
containing
all
non-confidential
documents submitted to or obtained
by the authorities in an antidumping proceeding, including nonconfidential summaries of confidential
documents and any explanations
provided pursuant to Article 6.5.1
as to why summarization is not
possible, and shall allow interested
parties to review and copy the
documents in that file upon
request. Access to this file shall
be provided promptly, and, where
the proceeding is ongoing or is

77) WTO, supra note 12, p. 6.
78) WTO, supra note 10, pp. 14~15.
79) WTO, supra note 12,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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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안(TN/RL/W/213)

2008년 초안(TN/RL/W/236)

file shall be kept in an organized
manner, and a complete index of all
documents in the possession of the
authorities, including confidential
documents, shall be included
therein. Each file shall include all
public notices related to that
proceeding issued pursuant to
Article 12, as well as separate
reports issued pursuant to footnote
60 to that Article. Each file shall
be maintained for at least five years
beyond the date that the proceeding
is completed. The authorities shall
provide for the copying of
documents in the non-confidential
file at the reasonable expense of the
person so requesting, or shall allow,
subject to reasonable safeguards,
that person to remove the
documents for copying elsewhere.28
28

subject to judicial, arbitral or
administrative review, within two
working days of a request. The
non-confidential file shall be kept
in an organized manner, and a
complete index of all documents in
the possession of the authorities,
including confidential documents,
shall be included therein. Each
file shall include all public notices
related to that proceeding issued
pursuant to Article 12, as well as
separate reports issued pursuant to
footnote 37 to that Article. Each
file shall be maintained so long as
the measure to which it relates
remains in force. The authorities
shall provide for the copying of
documents in the non-confidential
file at the reasonable expense of
the person so requesting, or shall
allow, subject to reasonable
safeguards, that person to remove
the
documents
for
copying
23
elsewhere.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may be met by making such
non-confidential documents and
indices available via the internet.
23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may be met by making such
non-confidential documents and
indices available via the internet.

양 초안 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사사건에 따라 모든 문건을 관리하도
록 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자료 접근성이 제고되었고 절차적 투명성 또한 강
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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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2008년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
2008년 초안은 2007년 초안의 반자유무역적인 제안을 포기한 점에서 일
단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소(de minimis)마진, 미소
수입, 조사적격기준 강화 등 Friends Group의 국가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
로 남는다. 그밖에 개발도상국 우대와 관련된 제안에 대하여 해당 제안을 초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만을 제15조 이하에
기재하고 있는 점도 향후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인 것으
로 판단된다.80)

80)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TECHNICAL ASSISTANCE: After the Chairman's
text was released, two groups of developing Members submitted a proposal relating to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and technical assistance in trade remedies
(TN/RL/GEN/154). Further consideration of this proposal is required.] Supra note 12,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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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조금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1. 보조금협정 관련 DDA 협상 경과
보조금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
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을 지칭하며,
보조금의 사용을 규율하고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국가가 취하는
조치를 규제하는 규범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협정은 DDA 규범협상에서 일반보조금과 수산보조금 분야
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덤
핑분야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보조금, 특히 일반보조금 분야는 특
별한 쟁점이 거의 없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하각료선
언에서 보조금 관련 위임사항과 보조금을 포함하는 규범협상의 경과는 제3
장 제1절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절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다음 절
에서 주요 쟁점과 주요 국가의 입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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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협정 관련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가. 일반보조금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가 지지부진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반덤핑분야에
서의 Friends Group과 같이 협상을 주도하는 그룹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
적으로 선진국들은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규율을 강화하려는
입장이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 목적의 보조금 허용, 수출신용과 관련한
특혜 등과 같은 자신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보조금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규율대상 보조금의 범위 및 특정성
(specificity), 금지보조금,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허용보조금 등이
다. 이러한 이슈 중 보조금의 정의,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 수출신용, 심각
한 손상, 허용보조금 등의 분야는 회원국 간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특정성 개념의 명확화, 통보 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개선 등에는 회
원국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조사절차와 관련된
협상은 반덤핑분야의 논의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이 분야
는 보조금협상과 반덤핑협상의 공통분야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제시된 주요국의 입장을 보면, 미국은 금지보조금 확대와 간접보조
금 및 정부의 투자 규제 등을 제안한 반면, 브라질은 수출신용 관련 개도국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와 이집트는 개도국 특례조항의 개정 및 강
화를 제의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필리핀 등은 보다 직접적으로 제8조 허용
보조금 조항의 재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에 미국과 호주는 오히려 제6조 1항
의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규정에 나열되어 있는 보조금을 금지보조
금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C는 금지보조금에 관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수출보조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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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제안을 한 배경은, 러시아가 정부 규제를 통해 복수의 원유가격을 유지
하고 국내 공급가격보다 6~8배 높은 가격으로 해외에 원유를 수출함에 따라
EU가 수입하는 원유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과 원유를 투입재로 사용하는 비
료산업의 경우 러시아 생산업자들은 값싼 원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EU의 비
료 생산업자들보다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 때
문이었다. 이 제안에 대해 미국은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회원국도 이러한 보조금의 특정성과 수출연계성에 관한 질의를 제출하
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미국은 현행 협정이 무역왜곡적인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면서 추가목록을 제시하였다.81)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의 제안에
대하여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과도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들이 반드시 무역왜
곡적인 효과를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금지목록이 포괄적이어서 대부분의 정
부 개입이 금지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부분의 수출개도국은 이미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는 보조금
규정을 강화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면, 반덤핑협상에서는 공세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반덤핑조치의 요건 강화를 위한 자신들의 요
구사항 관철을 위해서는 보조금협상에서 선진국의 금지보조금 확대 주장에
무조건 반대만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DDA 전체 협상이 지체되고 있
는 현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규제 확대 제안서 제출이 계속되고 있
기 때문에 금지보조금은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
상된다.

81) ① 운영손실보전을 위한 자금의 직접이전, ② 채무 감면, ③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 ④ 투
자가치가 낮은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 ⑤ 상업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곤란한 기업에 대한 성과
기준 금융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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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분야의 협상은 수산물의 특성상 현행 보조금협정으로는 자원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강화된 규범이 필요하다는 국가들의 공통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즉 수산보조금에 의한 어획능력 증가는 국제수산물 무
역을 왜곡하고 수산자원과 환경을 훼손시킨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만 자원보호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양식업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수산보조금 분야는 일반보조금에 비하여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
고 있는데 협상 초기에는 수산보조금이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4년 수산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규율 필요성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로 규율체제에 대
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즉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에콰도르, 페루 등 Friends of Fish 그
룹82)은 수산보조금 지급이 과잉어획을 유인해 수산물 교역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고갈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은 수
산보조금과 자원고갈의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자원고갈의
원인은 부적절한 수산관리정책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규범 창설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논쟁이 계속되다가 2004년부터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
의 규율 마련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Friends of Fish 그룹의 주도
하에 수산보조금 규율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Friends of Fish 그룹은 수산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보조금만을

82) ‘Friends of Fish’라는 개념은 WTO 규범협상에서 회원국들의 발언을 통해 처음 사용된 후 2003년 6월
에 제출된 칠레의 제안서(TN/RL/W/115)에서 공식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미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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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괄적 금지(top down) 방식을 주장한 반면, 한국, 일
본, 대만 등은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보조금은 허용하되, 금지
보조금을 명시하는 개별적 금지(bottom up) 방식을 주장하여 대립이 지속되
었다.
2005년 협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금지하고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별 세부적인 검토가 주를 이루었다.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
어 논의되었던 보조금은 어선건조와 불법어로를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며, 우
리나라가 주장한 선박폐기를 위한 보조금, 영세어업 및 양식업을 위한 보조
금은 당초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폭넓은 지지를 얻
고 있다.
2006년 하반기부터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수산보조금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부각되었다. 즉 수산보조금
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 지급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인
데, 만약 어족자원이 풍부한 상태라면 보조금 지급이 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논리이다.
브라질83)과 아르헨티나84)는 이 논리를 개도국 특별대우와 연결시켜 선진
국의 수산보조금은 폭넓게 금지되어야 하지만, 개도국 보조금을 통해 수산업
을 개발 및 발전시키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어선건조보조금만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자는 노르웨이 제안서85)
를 계기로 Friends of Fish 그룹의 포괄적 금지 방식에 대한 주장이 다소
약화되기도 하였다. Friends of Fish 그룹은 이 제안서에 대한 발언을 통해
일부 예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수산보조금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의 포
괄적 금지 방식 주장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금지보조금의 범위

83) TN/RL/W212.
84) TN/RL/GEN/138/Rev.1.
85) TN/RL/GE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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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선건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비판하였다.
2007년 11월 의장초안은 형식적으로는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
는 일부 보조금만 금지하도록 하는 개별적 금지 방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
으로는 어선건조 및 운영 비용, 어항시설에 대한 보조를 금지하는 등 금지보
조금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86) 다만 어획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과 관련된 어선건조보조금, 환경기준 준수 및 수산자원 관리
준수를 위한 어선운영보조금, 조기은퇴 및 이직관련보조금 등은 금지의 예외
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
한 경우라도 대부분 자원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87)
수산보조금 분야는 반덤핑과 일반보조금 등 기존 규범을 개정하고자 하는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로운 규범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협정문의 최종 합의
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Friends of Fish
그룹 등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예의주시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3. 보조금협정 2007년/2008년 개정초안 분석
보조금협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반덤핑협정과 마찬가지로 2007년 11월 의
장초안을 거쳐 2008년 12월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다음에서는 일반보조금과

86)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어선의 구입, 건조, 수리,
개조를 위한 보조금, ② 제3국 수역으로의 어선 이전 보조금, ③ 어선운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
금, ④ 항만시설 보조금, ⑤ 어민의 소득지원 보조금, ⑥ 수산물의 가격지지 보조금, ⑦ 조업권에 대
한 보조금, ⑧ 불법어로를 지원하는 보조금. 다만 어획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과 관련된 어선
건조 보조금, 환경기준 준수 및 수산자원 관리 준수를 위한 어선운영 보조금, 조기은퇴 및 이직 관련
보조금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8개 금지보조금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도
국과 소규모 어업에 대한 특별대우를 명시하고 있다.
87) 2008년 초안의 내용은 다음 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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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보조금의 분야를 나누어 2008년 초안과 2007년 초안을 비교하고, 특히
2008년 초안에서 철회되거나 수정된 내용을 위주로 검토한다.

가. 일반보조금 분야
1) 일반보조금 분야에서 철회/수정된 쟁점
일반보조금 분야에서는 반덤핑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원국들의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제출된 제안서의 수가 많지 않았다. 제출된 제안서들을 분석
해보면 회원국들이 가장 관심이 큰 분야가 ① 보조금의 정의, ② 특정성의
결정, ③ 금지보조금 규정, ④ 심각한 손상의 추정, ⑤ 보조금 계산, ⑥ 개발
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2007년 초안은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보
조금 계산 등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음에서는
2007년 초안의 내용 중 회원국들 간 이견이 존재하여 2008년 초안에서 철
회되거나 수정된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혜택 판정
보조금협정 제14조 (b)호 및 (c)호에 따르면, 정부에 의한 대출 및 대출보
증은 대출 혹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정부대출 혹은 정부가 보증한 대출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과 이 기업이 실제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거나 정부
보증이 없었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 간의
차이가 없는 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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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협정

2007년 초안 (TN/RL/W/213)

Article 14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a Subsidy
in Terms of the Benefit to the Recipient

Article 14
Subsidy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a
Subsidy in Terms of the Benefit to the
Recipient

For the purpose of Part V, any method
used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y to
calculate the benefit to the recipient
conferr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 shall be provided for in the
national legislation or implementing
regulations of the Member concerned
and its application to each particular
case shall be transparent and adequately
explained.
Furthermore, any such
method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a) government provision of equity
capital shall not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unless
the
investment decision can be regarded as
inconsistent with the usual investment
practice (including for the provision of
risk capital) of private investors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b) a loan by a government shall not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unles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that the firm receiving the loan pays on
the government loan and the amount the
firm would pay on a comparable
commercial loan which the firm could
actually obtain on the market.
In this
case the benefit shall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amounts;
(c) a loan guarantee by a government
shall not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unles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that the firm
receiving the guarantee pays on a loan

14.1
For the purpose of Part V, the
any methods used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y to calculate the benefit to the
recipient conferr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 shall be provided for in
the national legislation or implementing
regulations of the Member concerned
and itstheir application to each particular
case shall be transparent and adequately
explained.
Furthermore, any such
method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a) government provision of equity
capital shall not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unless
the
investment decision can be regarded as
inconsistent with the usual investment
practice (including for the provision of
risk capital) of private investors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b) a loan by a government shall not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unles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that the firm receiving the loan pays on
the government loan and the amount the
firm would pay on a comparable
commercial loan which the firm could
actually obtain on the market.
In this
case the benefit shall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amounts;46
(c) a loan guarantee by a government
shall not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unles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that th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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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협정

2007년 초안 (TN/RL/W/213)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and the
amount that the firm would pay on a
comparable commercial loan absent the
government guarantee. In this case the
benefit shall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amounts adjusted for any
differences in fees;

receiving the guarantee pays on a loan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and the
amount that the firm would pay on a
comparable commercial loan absent the
government guarantee. In this case the
benefit shall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amounts adjusted for any
46
differences in fees;

(d)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or
purchase of goods by a government
shall not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unless the provision is made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or the
purchase is made for more than
adequate remuneration. The adequacy
of remuneration shall be determined in
relation to prevailing market conditions
for the good or service in question in
the country of provision or purchase
(including price, quality, availability,
marketability, transportation and other
conditions of purchase or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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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or
purchase of goods by a government
shall not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unless the provision is made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or the
purchase is made for more than
adequate remuneration. The adequacy of
remuneration shall be determined in
relation to prevailing market conditions
for the good or service in question in
the country of provision or purchase
(including price, quality, availability,
marketability, transportation and other
conditions of purchase or sale). Where
the price level of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 government is regulated,
the adequacy of remuneration shall be
determined in relation to prevailing
market conditions for the goods or
services in the country of provision
when sold at unregulated prices,
adjusting
for
quality,
availability,
marketability, transportation and other
conditions of sale; provided that, when
there is no unregulated price, or such
unregulated price is distorted because of
the predominant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the same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the
adequacy of remuneration may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export
price for these goods or services, or to
a market-determined price outside the

2007년 초안 (TN/RL/W/213)

보조금협정

country of provision, adjusting for
quality,
availability,
marketability,
transportation, and other conditions of
sale.
46 Notwithstanding the above, a loan
or loan guarantee by a government shall
be deemed to confer a benefit where the
provider institution incurs long-term
operating losses on its provision of such
financing as a whole. The existence of
such a benefit shall be rebuttable by a
demonstration
that
the
particular
financing at issue does not confer a
benefit pursuant to paragraph (b) or (c),
as applicable.

이 규정들에 대하여 2007년 초안은 각주 46을 신설하여, 정부에 의한 대
출의 경우에도 이에 의해 대여기관에 장기적 운영손실(long-term operating
losses)이 발생할 때에는 보조금에 따른 혜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대출비용 이하의 자금조달
(below-cost financing)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것에 대해 환영한 반면, 다수
의 회원국은 이 각주가 수혜자에 대한 혜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금 공
급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88) 또 몇몇 회원국은 대여기관이 장기적 손실을
입는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수혜자에게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아 대
출기관에 장기적 손실이 증가되는 관행에 규정 개정작업의 초점이 맞추어져
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88) WTO, supra note 11, p.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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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주에 대하여 두 회원국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하였는바, 이들은 상
업적 기반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정부 재정기관에 의한 장
기 정부지원이 존재하고, 해당 기관이 투자불능(unequityworthy) 혹은 신용
불능(uncreditworthy) 국영기업에 대해 대출, 대출보증 혹은 부채출자전환
(swap debt for equity)을 제공하는 경우 존재하는 혜택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안에 대하여 다수 회원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부 회원국은 2007년 초안보다 이 제안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우려 내지 이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초안은 각주 46을 철회하면서, 이 각주에 대해 회원국
들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였다. 회원국들 간 이견의 쟁점은
장기적 운영손실을 입은 기관에 의해 제공된 정부대출 및 보증, 또는 신용불
능과 투자불능 국영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의 경우 혜택의 존재 여부를 결정
하는 기준을 확립하는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이
다. 이를 지지하는 입장은 이 조항에 의해 무역을 왜곡하는 자금조달의 중요
한 방법 중 하나가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명
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일부 회원국은 핵심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기타 회원국은 이 조항이 국영기업을 차
별 취급한다는 이유에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개도국 수출보조금 졸업 요건
현행 보조금협정 제27.6조는 개발도상회원국의 수출보조금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의 졸업 요건에 관하여 명기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개발도
상국들이 특정 상품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계속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달성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특정 상품의 수출경쟁력
이라 함은 개발도상회원국의 이 상품 수출시장점유율이 연속해서 2년간
3.25%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출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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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의해 위와 같이 정의된 특정 상품에서의 수출경쟁력을 획득하게 된
개발도상회원국은 이 협정 제27.5조에 따라 이 상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2년
의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2007년 초안은 개발도상회원국의 수출보조금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의 졸
업 요건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 회원국
은 이집트, 인도, 케냐 및 파키스탄이 수출경쟁력에 관하여 제출한 제안서89)
를 상기하였다. 이 제안서는 수출경쟁력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즉 ① 수출경쟁력 조건이 세계무역의 일시적인 변동에 기인해 충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② 그 이후에 수출경쟁력 요건이 미달될 경우 수
출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보조금협정에
미비하다는 점 등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인식에 의거하여 이 제안서에는 수출경쟁력이 2년 연속 5년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을 상회하여야 졸업 요건이 충족되며, 단계적 폐
지기간 동안 해당 개발도상회원국의 수출경쟁력 조건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회복되는 때까지 기간 경과를 정지(‘stop-the clock’ proposal)해
야 하고, 단계적 폐지기간 이후에 수출경쟁력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개발도
상회원국이 수출보조금을 재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매우 구체적
인 제안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90) 이 제안서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응은 지
지하는 입장과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으로 대립되었다.91)
2008년 초안은 이 요건에 관하여 회원국들 간에 이루어진 논의를 괄호
(bracket) 내에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수의 회원국은 특정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결정하는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

89) Improvement and Clarification in Articles 27.5 and 27.6 of the ASCM Regarding Export
Competitiveness, TN/RL/GEN/136, 2008. 5. 16.
90) Ibid.
91) WTO, supra note 11, p. 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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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의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기간 혹은 방식을
변경하거나, 상기 조항 상 ‘상품’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 방식 등에 관한 회
원국들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시적으로 수출경쟁력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그 이후 당해 요건이 미달될 경우 수출보조금이 재개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재개된다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술
하고 있다.

다) 수출신용
보조금협정 제3조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 협정 부속서 I은 12가지 유형의 보조금을
수출보조금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 중 (k)호는 “수출신용조건 분야에서 실질
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한 정부(또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또는 정부의 권한을 대신하는 특수기관)가 조달자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리(또는 수출신용과 동일한 만기 및 그 외 신용조건의 그리고 동일한 화폐
로 표시된 자금을 얻기 위해 국제자본시장에서 차입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대해)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수출신용, 또는 수출업자 또는 금융
기관이 신용을 얻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부의 지
급”을 수출보조금으로 예시하고 있다.
2007년 초안은 (k)호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출신용과 동일한 만기 및 기
타 신용조건과 동일한 화폐로 표시된 자금에 대한 국제자본시장 요율보다
낮은 요율의 정부 수출신용”을 수출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관행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는 정부에 대한 부담을 기준(cost-to-government approach)으로 수출신용
문제에 접근할 경우 개발도상회원국들은 한층 높은 위험으로 인해 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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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
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회원국들은 2007년 초안이 상기의 현행 조항을 수정
한 것은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하지만, 이에 더하여 (j)호92) 및 (k)
호에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k)호와 관련하여
2007년 초안에 의해 수정된 현행 조항인 ‘수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출신
용을 얻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문구를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일부 다른 회원국은 수출신용과 관련된
2007년 초안의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2007년 초안에서 규
정하는 바와 같이 규제조건을 바꾸게 되면 개발도상회원국 대출자들은 수출
신용의 자금조달에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되
고, 수출신용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출신용기관
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즉 이들은 대체
적으로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는 ‘정부에 대한 부담’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93)
2007년 초안에 삽입된 각주 68은 (k)호 둘째 단락에 합치하는 국제협정
(international undertaking)이 WTO 보조금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 근거
가 된다. 이에 따라 OECD 수출신용약정(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94)의 내용에 수정이 가해질 경우, 보조금위원회
의 심사(examine)를 받을 수 있다. 이 각주의 삽입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각주 68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WTO 회원국 중 일부가

92) 보조금협정 부속서 I (j)호: “The provision by governments (or special institutions controlled by
governments) of export credit guarantee or insurance programmes, of insurance or guarantee programmes
against increases in the cost of exported products or of exchange risk programmes, at premium rates
which are inadequate to cover the long‑term operating costs and losses of the programmes.”
93) WTO, supra note 11, p. B-14.
94) 이 약정은 공적 수출신용 의 공 정 한 운 용 을 위 한 기 본 틀 을 마 련 하 기 위 해 1978년에 채택되
었으며, 참여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European Community,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및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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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출신용약정의 개정을 결정하는 경우 소위 진화적 해석 (evolutionary
interpretation)95)에 의거하여 개정사항들이 모든 WTO 회원국의 동의 없이
도 (k)호 둘째 단락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각주 68
이 특히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내용이기는 하나, WTO가 이 약정의
개정사항을 채택(adopt)하여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안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약정의 개정사항을 WTO 보조금위원회에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어떠한
회원국들도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k)호 둘째 단락이 적용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각주 68의 표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회원국들도 있었다. 이들은 각주 68의 규정을 따르자면 WTO에 의한 ‘사실
상 승인(de facto approval)’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OECD 약정의 개정
사항을 발효시키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며, 대안으로 제시된 제안도 모든 회
원국이 유효한 거부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여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하
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96)

2007년 초안 (TN/RL/W/213)

보조금협정
ANNEX I
ILLUSTRATIVE
SUBSIDIES

LIST

OF

EXPORT

(k) The grant by governments (or
special institutions controlled by and/or
acting
under
the
authority
of
governments) of export credits at rates
below those which they actually have to

ANNEX I
ILLUSTRATIVE LIST
EXPORT SUBSIDIES

OF

CERTAIN

(k) The grant by governments (or
special institutions controlled by and/or
acting
under
the
authority
of
governments) of export credits at rates
below those available to the recipient

95) 브라질- 항공기 수출보조금 사건에서 언제 채택된 OECD 약정이 (k)호 상의 협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바, 패널은 WTO 협정이 발효된 시점의 OECD 약정이 아닌, (k)호 둘째 단락이 문
제가 된 시점 전의 가장 최근의 OECD 약정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Panel Report, Brazil－ Export
Financing Programme for Aircraft－ Second Recourse by Canada to Article 21.5 of the DSU,
WT/DS46/RW/2, adopted 23 August 2001, paras 5.67-5.91.
96) WTO, supra note 11, p. 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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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협정

2007년 초안 (TN/RL/W/213)

pay for the funds so employed (or
would have to pay if they borrowed on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in order to
obtain funds of the same maturity and
other credit terms and denominated in
the same currency as the export credit),
or the payment by them of all or part
of the costs incurred by exporters or
financial institutions in obtaining credits,
in so far as they are used to secure a
material advantage in the field of export
credit terms.

on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bsent
any government guarantee or support),
for funds of the same maturity and
other credit terms and denominated in
the same currency as the export credit.
at rates below those which they
actually have to pay for the funds so
employed (or would have to pay if
they borrowed on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in order to obtain funds of the
same maturity and other credit terms
and denominated in the same currency
as the export credit), or the payment by
them of all or part of the costs
incurred by exporters or financial
institutions in obtaining credits, in so
far as they are used to secure a
material advantage in the field of
export credit terms.

Provided, however, that if a Member is a
party to an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official export credits to which at least
twelve original Members to this Agreement
are parties as of 1 January 1979 (or a
successor undertaking which has been
adopted by those original Members), or if
in practice a Member applies the interest
rates provisions of the relevant undertaking,
an export credit practice which is in
conformity with those provis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n export subsidy prohibited
by this Agreement.

Provided, however, that if a Member is a
party to an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official export credits to which at least
twelve
original
Members
to
this
Agreement are parties as of 1 January
1979 (or a successor undertaking which
has been adopted by those original
Members)68, or if in practice a Member
applies the interest rates provisions of the
relevant undertaking, an export credit
practice which is in conformity with those
provis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n
export subsidy prohibited by this
Agreement.
68

The parties to such undertaking in
effect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results of the DDA shall notify
that undertaking to the Committee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at date.
Upon request by a Member,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he no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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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협정

2007년 초안 (TN/RL/W/213)
undertaking.
Thereafter,
any
further
successor
undertaking shall be notified by the
parties thereto to the Committee, and
Members shall have a period of 30 days
from the date of such notification to
request examination by the Committee of
the notified successor undertaking. Where
no such request is made, the provisions of
the second paragraph of item (k) shall
apply to the notified successor undertaking
as from the end of the 30-day period.
Where such a request is made,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he notified
successor undertaking within 60 days
following the receipt of the request,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maintain effective
multilateral disciplines on export credit
practices and to preserve a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among Members.
The provisions of the second paragraph of
item (k) shall not apply in respect of the
notified successor undertaking until the
requested examination has been completed.

2007년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이견을 고려하여, 2008년 초안은 현
행 협정문의 내용을 유지하고 회원국들 간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존재한다
는 점을 기재하였다. 첫째, (j)호 및 (k)호 첫째 단락의 ‘정부에 의한 비용
기준’을 ‘수혜자에 대한 혜택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원국들 간에 입장이 일치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변경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는 현행 보조금협정이 개발도상회원국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며, 협정 상 ‘보
조금’의 정의에도 상반된다고 본다. 반면에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
경은 개도국 대출자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출신용기관의 예측 가능
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본다.97) 둘째, OECD 약정의 개정사항이 보조금협정
의 목적상 자동적으로 발효되지 못하도록 (k)호 둘째 단락이 수정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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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원국들 간 입장이 상이하였다. 한편에서는 일정한 기
간 내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을 경우에만 개정사항이 발효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OECD 약정의 참여국에 의한 결정을 WTO 회원국
들이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98)

2) 기타 쟁점에 대한 2007년 초안 분석
다음에서는 2008년 초안에서 철회 또는 수정된 쟁점은 아니지만 규범협상
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한다. 다음의 쟁점들은 2007
년 초안의 내용이 2008년 초안에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가) 혜택
대체적으로 회원국들은 2007년 초안에 각주 299)를 새롭게 삽입하여 혜택
(benefit)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항인 제14조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제14조의 언급이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혹은 하나의 지침 또는 관련 맥락의 성격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부 회원
국은 이 각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업적으로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commercially available in the market)”이라는 표현은 ① 상업적인 측면
과 ②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측면 등 두 개의 요건을 요구하여 판정이 복잡
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시장에서 결정된(market-determined)”이라

97) WTO, supra note 12, p. 73.
98) Ibid., p. 74.
99) 2007년 초안 각주 2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benefit is conferred when the terms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are more favourable than those
otherwise commercially available to the recipient in the market, including, where applicable, as provided
for in the guidelines in Article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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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으로 그 요건을 보다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비교기준의 용어와 관련하여 이 각주와 기타 WTO
협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100)의 일관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
표현들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유용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와 더불어
특정한 재정적 기여에 관해서는 시장 비교기준(market comparator)이 존재
하지 않아 모든 유형의 보조금에 재정적 기여의 ‘조건(terms)’이라는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101)

나) 규제가격
보조금협정

2007년 초안 (TN/RL/W/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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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f, notwithstanding any appearance
of non‑specificity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laid down
in subparagraphs (a) and (b),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that the subsidy may
in fact be specific, other factors may
be considered. Such factors are: use of
a subsidy programme by a limited
number
of
certain
enterprises,
predominant use by certain enterprises,
the granting of disproportionately large
amounts
of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and the manner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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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f, notwithstanding any appearance
of non‑specificity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laid down
in subparagraphs (a) and (b),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that the subsidy
may in fact be specific, other factors
may be considered. Such factors are:
use of a subsidy programme by a
limited number of certain enterprises,
predominant use by certain enterprises,
the granting of disproportionately large
amounts of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and the manner in which

100) 의장 Working Document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로는 “제공 국가에서(in the country of provision)”,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시장에서(on the market)” 등이다.
WTO, supra note 11, p. B-3.
101) WTO, supra note 11, p.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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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안 (TN/RL/W/213)

보조금협정
discretion has been exercised by the
granting authority in the decision to
grant a subsidy. In applying this
subparagraph,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extent of diver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granting authority, as
well as of the length of time during
which the subsidy programme has been
in operation.

Article 14 For the purpose of Part V,
any method used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y to calculate the benefit to the
recipient
conferr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 shall be
provided for in the national legislation
or implementing regulations of the
Member concerned and its application
to each particular case shall be
transparent and adequately explained.
Furthermore, any such method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d)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or purchase of goods by a government
shall not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unless the provision is made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or the
purchase is made for more than
adequate remuneration. The adequacy
of remuneration shall be determined in
relation to prevailing market conditions
for the good or service in question in
the country of provision or purchase
(including price, quality, availability,
marketability, transportation and other
conditions of purchase or sale).

discretion has been exercised by the
granting authority in the decision to
grant a subsidy. In the case of
subsidies
conferred
through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at
regulated prices, factors that may be
considered include the exclusion of
firms within the country in question
from access to the goods or services
at the regulated prices. In applying
this subparagraph,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extent of diver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granting authority,
as well as of the length of time
during which the subsidy programme
has been in operation.
14.1 For the purpose of Part V, the any
methods used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y
to calculate the benefit to the recipient
conferr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 shall be provided for in the
national
legislation
or
implementing
regulations of the Member concerned and
itstheir application to each particular case
shall be transparent and adequately
explained. Furthermore, any such method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d)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or
purchase of goods by a government
shall not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unless the provision is made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or the
purchase is made for more than
adequate remuneration. The adequacy of
remuneration shall be determined in
relation to prevailing market conditions
for the good or service in question in
the country of provision or purchase
(including price, quality,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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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협정

2007년 초안 (TN/RL/W/213)
marketability, transportation and other
conditions of purchase or sale). Where
the price level of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 government is regulated,
the adequacy of remuneration shall be
determined in relation to prevailing
market conditions for the goods or
services in the country of provision
when sold at unregulated prices,
adjusting
for
quality,
availability,
marketability, transportation and other
conditions of sale; provided that, when
there is no unregulated price, or such
unregulated price is distorted because of
the predominant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the same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the
adequacy of remuneration may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export
price for these goods or services, or to
a market-determined price outside the
country of provision, adjusting for
quality,
availability,
marketability,
transportation, and other conditions of
sale.

규제가격(regulated prices)에 대한 조항이 2007년 초안에 포함된 것에 관
하여 다수의 회원국은 대체적으로 그 개괄적인 목적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
하였다. 특히 당초에 이중가격제(dual pricing)를 제안하였던 회원국은 규제
가격에 대한 조항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규제가
격에 의해 혜택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계조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들은 이 조항이 개발도상회원국들의 정책적 재량권
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공공사업과
관련된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취하는 가격규제가 정당한 정
책수단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필연적으로 보조금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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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강제적으로 국내가격을 수출가
격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하여 개발도상국들이 부존자원에 의한 비교우위를 활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
되었다.102)
제2.1조와 제14조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2.1(c)조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은 규제가격, 즉 통상적
인 수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단 하나 또는 소수 존재하더라도 보조금의 특정성이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또 제
14(d)조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은 가격이 규제되지 않았더라도 초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의 이유로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합의될 규정이 이
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덜 한정적인 형태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일부 다른 회원국은 이 조항에서 외부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
은 상소기관의 결정103)을 고려한 것이기는 하나, 외부기준의 제시 때문에
경쟁국가의 지배적인 시장조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무시하
고 곧바로 외부기준을 적용하려는 회원국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몇몇 회원
국은 상소기관의 결정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제안서를 대안으로 제출하였다.104)

102) WTO, supra note 11, p. B-3.
103)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Final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With Respect
to Certai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WT/DS257/AB/R, 19 January 2004, paras.
82~103 참고.
104) WTO, supra note 11, p.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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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시목록의 역할
보조금협정

2007년 초안 (TN/RL/W/213)

3.1 Except as provided i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following
subsi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shall be prohibited:

3.1 Except as provided i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following
subsi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shall be prohibited:

(a) subsidies contingent, in law or in
fact4, whether solely or as one of
several other conditions, upon export
performance, including those illustrated
in Annex I5;

(a) subsidies contingent, in law or in
fact5, whether solely or as one of several
other
conditions,
upon
export
performance, including those illustrated in
Annex I6;

4

5

This standard is met when the facts
demonstrate that the granting of a
subsidy, without having been made
legally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is in fact tied to actual
or anticipated exportation or export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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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easures referred to in Annex I as
not constituting export subsidies shall
not be prohibited under this or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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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andard is met when the facts
demonstrate that the granting of a
subsidy, without having been made
legally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is in fact tied to actual
or anticipated exportation or export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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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he Mmeasures referred to in Annex I
as export subsidies shall be deemed to fall
within paragraph (a). The legal status of
any measure not referred to in Annex I as
an export subsidy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paragraph (a), and Annex I
shall not be used to establish by negative
implication that a measure does not
constitute an export subsidy within the
meaning of that paragraph; provided,
however, that measures explicitly referred
to in Annex I as not constituting
prohibited export subsidies shall not be
prohibited under this or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This footnot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operation of footnote 1.

2007년 초안 각주 6 상 예시목록의 역할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은 이
각주가 예시목록의 반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패널 결정105)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본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이 각주의 유용
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기 쟁점은 아직 상소기관에 의한 명확한 결정이 내
려지지 않았다는 점106)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각주에 의해 금지보조금의
유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라) 혜택의 할당
2007년 초안 (TN/RL/W/213)
14.3 For the purpose of Part V, the methods used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y to
attribute subsidy benefits to particular time period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48
following guidelines:
(a) With the exception of benefits from loan subsidies and similar subsidized
debt instruments, subsidy benefits shall either be expensed in full in the year of
receipt ("expensed") or allocated over a period of years ("allocated"). Expensed
subsidies shall be deemed to benefit the recipient by the full amount of the
benefit in the year in which they are expensed, whereas allocated subsidies
shall be deemed to benefit the recipient throughout the allocation period. Loan
subsidies, and similar subsidized debt instruments, shall be deemed to benefit
the recipient throughout the period in which the loan or debt instrument
remains outstanding.
(b) Benefits from subsidies arising from the following types of measures
normally shall be expensed: direct tax exemptions and deductions; exemptions
from and excessive rebates of indirect taxes or import duties;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price support

105) 패널은 보조금협정 제3.1(a)조 상의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예시목록 (k)호 첫 단락의 반
대해석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반대입장을 취한다. Panel Report, Brazil－Export
Financing Programme for Aircraft, Recourse by Canada to Article 21.5 of the DSU,
WT/DS46/RW, 9 May 2000, paras. 6.24-6.67; Panel Report, Korea－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WT/DS237/R, 11 April 2005, paras 7.195-7.207 참고.
106) 상소기관은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Subsidies on Upland Cotton,
WT/DS267/AB/R, 21 March 2005, paras. 730-731; Appellate Body Report, Brazil－Export
Financing Programme for Aircraft, Recourse by Canada to Article 21.5 of the DSU,
WT/DS46/AB/RW, 4 August 2000, para. 8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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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안 (TN/RL/W/213)
payments; discounts on electricity, water, and other utilities; freight subsidies;
export promotion assistance; early retirement payments; worker assistance;
worker training; and wage subsidies.
(c) Benefits from subsidies arising from the following types of measures shall
be allocated:
equity infusions;
grants;
plant closure assistance;
debt
forgiveness;
coverage for an operating loss;
debt-to-equity conversions;
provision of non-general infrastructure; and provision of plant and equipment.
(d) In determining whether a subsidy listed in paragraph 2(b) is more
appropriately allocated, or whether a subsidy listed in paragraph 2(c) is more
appropriately expensed, and in determining whether a subsidy of a type not
listed in either paragraph 2(b) or 2(c) should be allocated or expensed, the
following non-exhaustive list of factors shall be considered:
(i) whether the subsidy is non-recurring (e.g., one-time, exceptional, requiring
49
express government approval) or recurring
50
(ii) the purpose of the subsidy ; and
51
(iii) the size of the subsidy.
(e) The allocation period for allocated subsidies normally should correspond to
the average useful life of the depreciable, physical assets of the relevant
industry or firm.
(f) Any method for measuring the amount of allocated subsidy benefits at a
particular point in the allocation period may reflect a reasonable measure of the
time value of money.
(g) Any public notice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22 shall include
a full description and adequate explanation of the allocation and expensing
methodologies used.
48

The reference in this paragraph to particular measures does not mean that those
measures will necessarily constitute specific subsidies;
rather, a determination
regarding the existence of a specific subsidy shall be made pursuant to Part I of
the Agreement in the light of the facts of a particular case.
49
The fact that a subsidy is non-recurring normally will be indicative of allocation. The
fact that a subsidy is recurring normally will be indicative of expensing.
50
For example, the fact that a subsidy is tied to the capital assets or structure of the
recipient normally will be indicative of allocation. The fact that a subsidy is tied to a
firm's regular, ongoing production and sales activities (e.g., wages) normally will be
indicative of expensing.
51
The fact that a subsidy is large normally will be indicative of allocation. The fact that
a subsidy is small normally will be indicative of expensing.

2007년 초안 제14.3조는 보조금협정 내에 없는 조항을 새로이 삽입한 것
으로서, 조사당국이 보조금의 혜택을 특정 기간에 귀속시키기 위해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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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지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회원국은 이 협정 내에 대응조치와
관련한 혜택의 할당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초안 상의 방법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채택
하고 있는 대응조치 관련 관행을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
았다. 일부 회원국은 이 조항이 대응조치와의 관련 하에서만 적용될 것이 아
니라, 금지보조금 및 조치가능보조금과 관련하여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고 지적하였다.107)

나. 수산보조금 분야
1) 개관
규범협상그룹은 반덤핑, 일반보조금 및 지역협정 분야와 더불어 수산보조
금 분야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도하각료선언의 위임
하에, 과잉 어획능력(overcapacity) 및 남획(over-fishing)을 유발하는 수산보
조금의 특정 유형을 금지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효과적이
고 적절한 특별 및 차등 대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
다.108) 2002년 협상 초기에는 수산보조금이 자원의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중
심을 이루었으나, 2004년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
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부터는 주로 규율의 내용 및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되었다.
Friends of Fish 그룹은 협상 초부터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의 고갈과 무
역왜곡을 초래한다는 입장 아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산보조금을 원칙

107) WTO, supra note 11, p. B-6.
108) Ministerial Declaration (Hong Kong), WT/MIN(05)/DEC, 22 Dec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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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포괄적 금지 방식(top-down approach)’
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 일본, 대만 등은 보조금
지급보다는 자원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고갈이 초래되었다는 입장
아래 협상 초기에는 별도의 규범 창설에 반대하였으나, 규범 창설에 대한 합
의가 있은 후에는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별 사안별로 금지보조
금을 규정하는 ‘개별적 금지방식(bottom-up approach)’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초안은 보조금협정의 부속서 형식으로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효과
를 미치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금지 방식으로 수산보
조금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선 건조 및 운영 비용, 항만시설
등에 대한 보조를 금지하고 있어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규정되
어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
우에도 대부분 자원관리시스템 관련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등 제한적
인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산보조금 분야는 기
존의 보조금협정에 추가하여 새로이 제정되는 분야로서 기본적인 개념 및
체계에 대해서조차도 회원국 간 이견이 상당히 대립되어 있다. 또한 반덤핑
혹은 보조금 분야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귀할 수 있는 기
존의 협정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의 진행이 그리 순탄하지 않은 것
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8년 초안에서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대신 근본적인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쟁점별 주요 질의사항이 기재된 로드
맵(roadmap)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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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안 (TN/RL/W/213)

2008년 초안 로드맵 (TN/RL/W/236)

1. 금지보조금 (제I조)
y 어선 및 서비스선의 취득, 건조, 수리, 개
조, 현대화 등을 위한 보조금
y 제3국으로의 어선 및 서비스선 이전 보조금
y 어선과 서비스선의 운영비용; 해면어획물
의 양륙·취급·항구 내/인근에서의 가공 활
동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한 선박 혹은
활동의 운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y 독점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해면어업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항구 기반시설 및 기
타 항만시설에 대한 보조금
y 해면어업에 종사하는 자연인·법인에 대한
소득 보전
y 해면어획물에 대한 가격 보전 지원
y 입어료
y 불법, 미보고, 미규제 어업 선박에 혜택이
부여되는 보조금
y 명백히 남획 상태인 어족에 영향을 미치
는 어선이나 어획 활동에 혜택이 부여되
는 보조금

1. 금지보조금
y 특정 보조금이 금지 내지 허용되어야 할
경우 그 이유 (과잉 어획능력 및 남획 유
발과의 연관 여부)
y 금지보조금의 범위 및 특정 조건 부과 필
요 여부

2. 일반적 예외 (제II조)
y 어선 및 서비스선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개선
y 특별한 어업기술을 위한 어구의 도입; 해
면어업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
술 도입; 지속가능한 이용과 어업관리제
도 이행
y 해면어업이나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
동과 관계없는 직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어업종사자의 재교육, 재훈련, 재배치
y 해면어업능력이나 노력을 감축하는 정부정
책의 결과로서 오로지 어업종사자의 조기
퇴직, 영구 취업종료를 위한 보조금
y 다음을 조건으로 하는 선박감척 혹은 어
획능력 감축
-폐선 또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업을
하지 아니할 것
-감척되는 선박과 관련된 어업권 (허가,
면허, 쿼터) 영구 취소
-선주 및 어업권자의 권리 포기
-남획방지를 위한 관리통제 및 이행메커

2. 일반적 예외
y 일반적 예외 대상 보조금의 범위 및 그
이유
y 예외 인정을 위해 어업관리제도 등 조건
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개도국 우대조항
y LDC에 대해 수산보조금 규율 전체의 예
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y 개도국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받은 사업
의 규모, 지리적 위치, 상업성 정도 등에
따라 차등 대우해야 하는지 여부
y 개도국에 대한 수산보조금 허용시, 과잉
어획능력·남획 야기 방지 방안
y 개도국 우대조항 인정을 위해 어업관리제
도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와 기타 조건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문제
4. 일반규율/조치성
y 타회원국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보조금
에 대해 ‘수산에 한정된 부정적 효과’를
정의해야 하는지 문제
y 부정적 효과 판정과 보조금지급 회원국의
적절한 자원관리 이행의 연관 문제
y 일반규율의 예측가능성 및 확실성 확보
문제
5. 어업관리제도
y 예외 인정을 위해 어업관리 조건에 추가
하여 또는 이를 대신해 부과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
y 어업관리제도에 대한 효율적 규율 운영을
위해 공통기준이 유용한지 여부 및 규율
정도
y 자원평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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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안 (TN/RL/W/213)
y

니즘이 포함된 어업관리제도 존재
어떠한 금지보조금 항목도 제한된 자원이
용권 및 배타적 쿼터프로그램 하에 정부
가 특정이용자할당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
하지 못함.

3. 개도국 우대조항 (제III조)
y LDC는 금지보조금 적용받지 않음.
y 기계화되지 아니한 어망회수기를 사용하는
연안 해면어업 (개별적 혹은 단체 형태로
어업종사자에 의해 수행되는 어업; 어획
물을 자가 소비 또는 소규모 판매; 고용
주·고용인 관계가 없어야 함)에 한해 제5
조상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어업관리
조치의 실행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y 제V조상의 어업관리를 조건으로,
-항구 기반시설, 소득보전, 가격보전 보
조금
-10m(34ft) 이하 갑판 선박 및 길이
제한 없는 무갑판 선박을 사용한 해면어
업에 대한 어선 취득 등 및 운영비용 보
조금
-선박이 회원국 EEZ내 특정 목표종을
대상으로 한 해면어업에만 사용되고, 해
당 어종이 관련 국제표준에 따른 사전
자원평가를 거치며, 그 자원평가가
FAO의 관련 기관에 의한 상호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어선 취득 등 보
조금.
y 개도국 EEZ내 어업을 위한 입어료
y 모든 회원국은 기술 지원 등 개도국이 본
협정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
사항을 고려할 것
4. 보조금 이용 일반규율 (제IV조)
y 회원국은 금지보조금의 이용을 통해 타회
원국 EEZ내로 미치는 경계왕래성 또는
고도회유성 어족, 타회원국이 어업이익을
갖는 어족에 대해 자원고갈, 피해 발생
또는 과잉 어획능력을 야기해서는 안 됨.
y 보조금 관련된 책임은 기국이나 원산지
규정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급국가에 귀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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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안 로드맵 (TN/RL/W/236)
y

FAO와 WTO간 역할 분담 문제

6. 분쟁해결
y 분쟁해결 과정에서 패널의 과학적·기술적
전문성 보완 방안 제도화 문제
7. 이행
y 효과적인 이행확보 방안
8. 경과기간 적용 문제
y 경과기간의 목적 및 경과기간이 적용되는
보조금의 범위 문제 (WTO에 통보된 보조
금만 경과기간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y 개도국에 대한 경과기간 문제
y 경과기간과 어업관리제도와의 연계 문제
y 경과기간이 보조금의 유형에 따라 상이해
야 하는지 여부

2007년 초안 (TN/RL/W/213)

2008년 초안 로드맵 (TN/RL/W/236)

5. 어업관리제도 (제V조)
y 금지보조금 예외 및 개도국 특별대우 혜택
을 받고자 하는 회원국은 남획방지를 위한
해면어업의 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y 모든 회원국은 어업관리제도 관련 문의처
를 설치하고, 해당 연락 정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6. 통보 및 감시 (제VI조)
y 금지보조금 예외 및 개도국 특별대우 조
항의 원용을 통한 조치를 실행하고자 하
는 회원국은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시를 받아야 함.
7. 경과규정 (제VII조)
y 금지보조금 폐지기간과 관련, 선진국은 2
년 및 개도국은 4년 부여.
8. 분쟁해결 (제VIII조)
y 금지된 수산보조금에 해당하여 분쟁해결청
구 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규율에 관한
제IV조 및 동 조항의 관련 규정이 적용
됨.
y 보조금위원회에 사전 통보 되지 않은 보
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추정, 보조금 지급
국가가 금지보조금이 아님을 입증
y 입어권의 차후 양도가 분쟁의 대상이 되
고, 그 양도의 조건이 보조금위원회에 통
보되지 않은 경우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
으로 추정, 보조금 지급국가가 해당 보조
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
y 과학적·기술적 문제 발생시 전문가그룹 설
치 및 자문 가능

2) 2007년 초안의 수산보조금 분야 분석
2008년 초안은 로드맵 형식으로 회원국들 간에 재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2007년 초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국
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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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지보조금 및 적용범위
2007년 초안이 금지하고 있는 수산보조금은 세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즉 어업 자본(물리적 역량) 및 운영 비용을 위한 보조금인 ‘기초(직접)보조
금’, 가공, 마케팅, 가격보조 등과 같이 어업 및 어류제품과 직접적인 상업적
연관성을 갖는 보조금인 ‘기타 기초보조금’ 및 기반시설 혹은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을 위한 보조금과 같이 어업 및 어류제품 무역의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가 덜 직접적인 보조금인 ‘간접보조금’이
다.109)
금지보조금의 일반적인 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은 2007년 초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는 반면, 그밖의 회원국들은 자신들
이 희망하는 것보다는 너무 좁은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규제의 의미가 퇴색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한국, EC, 캐나다, 일
본, 대만 노르웨이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조금까지 금지되고 있을 정도로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은 의장안이 규정하는 금지
보조금의 범위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개별적 금
지 방식이 아닌 포괄적 금지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이지만, 개별적 금지 방식
을 통해서도 그 금지범위가 충분히 광범위하다면 개별적 금지 방식을 수락
할 수 있다며 의장초안이 제시하는 금지보조금의 범위에 지지의사를 표명하
기도 하였다.110)
부속서 VIII 제I조 상 금지보조금의 구체적인 유형 중 가장 문제가 된 것
은 (c)호의 운영비용과 (d)호의 항구 기반시설과 관련된 보조금에 관한 규정

109) The WTO Fishery Subsidies Negotiations: Update and Introductory Briefing for New
Delegates, TN/RL/W/237, 2009. 5. 12, p. 3.
110)

WTO, supra note 11, p.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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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선 운영비용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간 의견이 매
우 다양하다.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함하는 일부 회원국은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과잉어획능력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회원국들의
관심대상인 ‘연료’보조금을 금지할 경우 어업종사자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그 대신에 연료보조금이
남획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다른 회원국들은 연료보조금이 남획의 가장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연료보조금을 금지보조금에서 제외할 경우 과잉어획능력과
남획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이 크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111)
다음으로 항구기반시설보조금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도 상반된다. 일부
회원국은 이 보조금이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과 아무런 관련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금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
금협정의 규율대상이 아닌 ‘일반 기반시설(general infrastructure)’과 2007년
초안의 규율대상인 “독점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해면어업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exclusively or predominantly for activities related to
marine wild capture fishing)”에 대한 보조금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불확
실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보조금
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상당수의 개발도상회
원국은 항구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자신들의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지보조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
다. 이와 달리 이 보조금이 금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2007년 초안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어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규율
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확실성도 유발하지 않으며, 기반시설보조금은 어업분

111) Ibid., p.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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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지급되는 보조금 총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규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112)

나) 일반적 예외
2007년 초안의 일반적 예외조항과 관련하여 한국, 일본, 대만, EC, 캐나
다, 노르웨이 등은 금지에 대한 예외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
는 수산보조금이 보조금협정 상으로는 여전히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러한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를 경감시키기 때문에 금지에 대한 예
외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일부 다른
회원국은 금지에 대한 예외와 결합된 어업관리조건이 금지에 대한 예외범위
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완화시키며, 적절하게 기능하는 어업관
리제도에 의해 수산보조금이 과잉어획능력과 남획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달리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은 2007년 초안의
예외조항범위가 적절하다고 여긴다. 어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은 그 목적과 관
계없이 모두 과잉어획능력과 남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율
을 위해서는 예외범위를 제한하고 조건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113)

다) 개도국 우대조항
새로운 수산보조금에 관한 규범에는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실질적인 특
별 및 차별 대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회원국들 간
에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의 성격과 범위에 관해

112) WTO, supra note 11, p. C-5.
113) Ibid., pp. C-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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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양한 의견차가 존재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에 대해 수산보조금 금지
규정의 포괄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
다음으로 최빈개도국을 제외한 기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수산보조금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
원국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만, 금지에 대한 예외범위114)와 허용요건에 대
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등 대다
수 회원국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전제로 제V조 상의 어업관리제도 의
무를 연계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보조금 부여기준, 조업조건, 선
박길이조건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2007년 초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공해 상의 조업에 관해서는 초안의 내용과 같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규율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15)

라) 어업관리제도
금지에 대한 예외 및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어업
관리제도와 같은 지속가능성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한국, 일본,
노르웨이, EC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지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조
건의 효력과 그 내용 및 규정 등 세부사항,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 상이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금지에 대한 예외 및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
우의 각 경우에 대해 당해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114) 2007년 초안은 개도국회원국에 대한 우대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보조금의 목적 혹은 사용목적에 따라 적격성을 판단하는 ‘목적적 한계’, 둘째, 어선의 크기 혹
은 종류, 어업의 기계성 유무 등과 같은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적격성을 판단하는 ‘수혜적 한계’, 셋
째, 어선의 자국 EEZ 범위 내외 여부와 같이 부여된 보조금에 의한 활동의 위치에 따라 적격성을
판단하는 ‘위치적 한계’가 포함된다. The WTO Fishery Subsidies Negotiations: Update and
Introductory Briefing for New Delegates, TN/RL/W/237, 2009. 5. 12, p. 5.
115) WTO, supra note 11, pp. C-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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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116)

마) 통보 및 감독
대부분의 회원국은 이 조항에 반영된 투명성 목적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
만, 이 중 일부는 보조금이 수여되기 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요건은 보조금협정 제25조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산보조금이 다른 분야의 보조금과 달리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117)

바) 분쟁해결
분쟁해결조항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된 것은 2007년 초안에서 사전 통
보되지 않은 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추정한 것이다. 통보가 이루어지
지 못한 데에는 고의적인 불이행 외에도 자원 제한, 행정적 실수 및 통보 대
상의 불명확성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지나치게 불공
평하다고 지적되었다. 일부 회원국은 이 조항의 내용이 다른 WTO 협정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 금지의 추정은 제소국의 비통보 사실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한다. 다
른 일부 회원국은 이 조항 상 입증책임의 전환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통보이
행을 유발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이라고 지적한
다.118)

116) Ibid., pp. C-58~60.
117) Ibid., p. C-69.
118) WTO, supra note 11, p. C-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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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WTO DDA 규범협상의 종합
평가와 한국의 협상전략

1. DDA 협상의 종합적 평가
앞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규범협상의 다른 분야인 지역무역협정의 규정
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① 반덤핑
협정의 개정, ② 일반보조금 규정의 명확화, ③ 수산보조금 분야의 새로운
규정 제정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DDA 규범협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
았다. 각 장에서 논의되었듯이 DDA 규범협상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
되는 부분이 많아 그 성공적 타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장에서는
DDA 규범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 이 협상의 향후 전개를 간략하게
전망해본다.
DDA 규범협상을 분석함에서 본 연구는 우선 주요 회원국들이 제출한 각
종 제안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쟁점 및 각 쟁점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차이를 검토하였다. 특히 이에는 현행 협정문, 2007년 의장초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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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의장초안을 대비하여 분석함으로써 규범협상의 각 분야에서 협상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협상의 현황 및 향후 협상방향을 점쳐보는 방
법을 활용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DDA 규범협상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겠다.
우선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다자간무역협상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협상을
이끄는 주도세력의 존재 여부가 협상의 진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즉 반덤핑협정 개정 및 수산보조금 규정 제정 협상
에서는 각각 Friends of Anti-dumping Negotiation(Friends Group)과
Friends of Fish 등의 협상주도그룹이 형성되어 있어 각종 제안서를 개별
회원국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제출하는 등 협상을 주도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으나, 일반보조금 분야에서는 그러지 못하여 협상이 상대적으로 더
디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세력의 존재 때
문에 협상 타결이 보다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이 그룹들이 협상
의 진행을 원활화하게(facilitation) 만드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각 협상분야별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우선 반덤핑협정
개정에 관한 협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종합적인 관찰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보조금협정에 대한 협상보다는 반덤핑협정에 대한 협상이 상대적으
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95~2008년 사이
에 발동된 반덤핑절차의 개시건수가 상계관세조치의 개시 건수보다 평균적으
로 10배 이상 많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WTO 회원국들이 반덤핑협정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이
협상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제3장에서 심
층분석했듯이 2007년 의장초안에서 제시된 내용이 2008년 의장초안을 통해
취소된 경우가 적지 않은 점도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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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라고 하겠다.
둘째,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WTO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몇몇 회원국에는 특히 반덤핑협정의 규정을 명확화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이
매우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반덤핑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통상정책기조
를 견지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소 이중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 특징을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위치는 신규회원국으로서 전통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하던 나라의 하나인 중국에서도 발견된다. 왜냐하면 최
근 들어 중국 자체가 인도, 아르헨티나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수입품
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기 때
문이다. 이 결과 미국과 중국은 반덤핑규정의 개정에서 때로는 공세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수세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어 사안별로 입장차이를
나타내는 등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조금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종합적인 평
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일반보조금보다는 수산보조금 분야에서 협상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보조금 분야에서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 별도
로 제정된 보조금협정에서 금지· 상계가능· 허용보조금 등의 세 가지, 즉 ‘교
통신호등’ 접근방식에 따라 분류된 보조금의 종류에 대한 세부규정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 또는 개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협상의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수산보조금의 경우 별도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용어 선택, 보조금 금지 방식에 대한 새로운 결정, 자원보호문제를
어느 정도로 반영해야 하는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게 쌓여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혹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회귀할 수 있는 기존 협정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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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정문에 대한 의장의 의견을 담은 ‘초안(draft)’을 제
정하여 협상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도 여기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렵
다. 현재 수산보조금 협상이 로드맵(roadmap)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특히 수산보조금의 경우 수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적
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매우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되는 협상이기 때문에 소위 ‘개발문제를 고려하는 무역자유화협상’이라는
DDA의 명칭에 걸맞게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가 따른다. 즉 제4장에서 논의
하였듯이 ‘포괄적 금지 방식’이냐 ‘개별적 금지 방식’이냐의 금지원칙을 정
하는 문제, 그리고 개도국 우대조항을 어느 정도까지 깊숙하게 설정해야 하
는가 등 선결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다.
DDA 규범협상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성공적인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러한 다소 비관적인 전망에는 ① 반덤핑협정과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회원국 사이의 입장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②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촉발된 다양한 무역구제조치 및 산업구제조치가 한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이 제정될
규범으로 이들을 제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 ③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
는 수산보조금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차원의 고려를 어느 수준에
서 결정해야 하는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들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소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으로 DDA의 전반적인 협상을 종결하는 원칙이 고수될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협상 종반에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도 위세
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DDA 협상 자체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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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요부진에 시달리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무역투자 자유화에 따른 수요 확대에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DDA 협상이 이렇게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데 성공할 경우 DDA 규범협상
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DDA 규범협상의 주요 이슈별 한국의 협상전략
가.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이슈별 한국의 입장
한국은 국가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WTO 출범 이래 반덤핑 피소건수에서도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피
소건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반덤핑제도의 희생적인 입장에 있다. 우리
나라가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다른 나라의 반덤
핑제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
려할 때, 반덤핑조사 개시요건을 강화하여 조사 남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협
정을 개정하는 것이 DDA 규범협상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우선적인 협상목
표라고 하겠다. 또한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더라도 반덤핑분
야 규범협상의 주요 이슈로 대두된 바 있는 제로잉 금지, 공공이익의 고려
및 최소부과원칙의 적용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자의적인 덤핑마진의 가능
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문이 개정되는 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한국이 반덤핑조사의 피소국인 경우를 상정하
여 우리나라가 DDA 규범협상에서 취해야 할 협상전략을 살펴보았다. 그러
나 기본적으로 ‘피소 시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
는 것’인 우리의 협상목표가 곧 우리나라가 반덤핑제소 수단을 활용하고자
할 때 그 발동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양날의 칼’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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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수출국으로서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일부 개발도상국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슈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조사당국, 즉 무역위원회의 입장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안하는 데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수세적인 입장
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우리의 협상전략은 기본적으로 반덤핑협정의
명료화와 개선을 통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보호무역주의를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반덤핑협정의 주요 이슈별로
DDA 규범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검토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한다.

1) 제로잉
일단 2007년 초안에서 허용되었던 제로잉이 2008년 초안에서 철회된 것
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로잉 금지는 덤핑마진을 인
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들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초안을 통해 제로잉 허용방침이 일단 철회되
었다고 해서 앞으로의 협상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또 제로잉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반덤핑조치 관행에서 볼 수 있듯이 제로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협상결과에 단순히 만족하기보
다는 최종 타결될 반덤핑협정 개정문에 명시적으로 제로잉을 금지하는 규정
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
리나라는 제로잉 금지를 위해 그동안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한 목소리를 내
어왔던 Friends Group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회원국들
의 지지를 확보하여 제로잉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협상전략을 극
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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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과관계
덤핑사실과 산업피해의 존재 사이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인과관계와 관련
하여 2007년 초안은 그 판정기준을 완화시켰으나 2008년 초안에서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피소국의 입장에서 유
리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조건을 완화시키고자 했던 2007년 초안은 우리
나라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철회한
2008년 의장초안 내용이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2008년 초안의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즉 현행 반덤핑협
정의 규정을 유지하거나 인과관계 판정기준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
정함으로써 반덤핑조사의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범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협상의 전략적 방향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3)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것은 ‘실
질적인 지연’의 의미를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둘 것인지, 정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슈이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그다지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7년 초안에서 제시되
었던 정의 규정이 2008년 초안에서 철회된바, 규범의 명확화 측면에서 정의
를 포함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규범상 ‘실질적인 지연’의 정의
가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정의가 객관적이고 명료한 선에서
우리의 다른 쟁점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관계사 보유정보 요청
2007년 초안에서 조사대상업체가 자신이 통제(control)하지 못하는 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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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비협조(non-cooperative)로 간주하지 않
아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는 복잡다기한 관계사 구조를 가진 기업
이 많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규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2008년 초안에
서는 아쉽게도 삭제되었다.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통제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 무분별하게 비협조로 간주하는 관행이 축소되
는 방향으로 반덤핑협정이 개정된다면 반덤핑제소를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
조사에 대응하는 부담과 이에 수반하는 비용이 경감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공공이익 및 최소부과원칙
2007년 초안은 기존 최소부과원칙의 권고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공공이
익의 고려를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반영하여 2008년에서는
이를 철회하였다.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이 의무화되면 실제로 부과되는 확정
반덤핑관세율이 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덤핑마진 미만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공공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면 반덤핑
조치 부과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됨으
로써 최종 확정관세의 부과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는 최소부과원칙을 권고규
정을 능가하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나아가 공공이익의 고려까지 추가시키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소부과원칙의 의무를 규정화하
는 것과 공공이익의 고려 양자 모두를 개정 협정문에 담기는 쉽지 않을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최소부과원칙의 의무화에 협상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보
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부과원칙의 의무적 적용을 반대하는 논리
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피해 제거에 필요한 수준의 관
세율(NIP: Non-Injurious Price)을 산정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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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안에 관하여 우리의
입장을 실행하고 있는 EU 등과의 공조가 요구된다.

6) 우회덤핑 방지
우회덤핑의 규제 필요성 자체는 공정무역을 창달한다는 면에서 일면 바람
직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관련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우회덤핑 방지규정이 협정문에 포함되
면 그동안 엄격한 통제를 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할 가
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곧 규정이 정교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반덤핑 피제소 건수
에서 수위권에 있는 우리 제품들이 향후 보다 많은 제소에 직면하게 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007년 초안의 신설조
항이 철회된 2008년 초안이 보다 나은 선택으로 보이며, 만약 추후 도입 움
직임이 구체화된다면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7) 일몰재심
2007년 초안에서 시도되었던 일몰규정의 강화는 수출자에게 상당히 유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2008년 초안에서는 철회되었으나, 재심에 의하여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이 수십년간 지속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경험하였던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일몰규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7년
초안 수준으로 개정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조사당국의 직권조사
규정을 철폐하고, 재심 관련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 캐나다의 수정제안
을 지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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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보조금/수산보조금 관련 한국의 입장
1) 일반보조금
일반보조금과 관련된 협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협상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계관세조치가 수입규제조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 협정문에 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
위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우리 제품과의 경쟁관계를 감안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상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119)

2)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협상 초기에 수산보조금을 일반보조금
과 구분하지 말고 함께 다루어야 하며(generic approach), 수산보조금을 위
한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별도의 규
범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후 채택되었던 2007년 의장초안에 대해 한국은 다
음의 표에서 보듯이 ①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야기하는 등 수산자원에 직
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만 금지되어야 하며, ② 수산자
원 보존문제는 효율적인 어업관리제도의 운영을 통해 적정수준의 수산자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 하에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120)

119) DDA, “우리 정부 입장”, http://www.wtodda.net/our.php?menu=01.
1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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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안

한국 입장
①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과도하여 균
형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과잉어
획능력 및 남획에 직접 기여하는
보조금만 금지해야 함을 지적
② 한국은 과도하게 금지보조금을 규
금지
정하는 것은 현행 보조금협정의
보조금
근본취지에 따르도록 규정한 홍콩
범위
mandate에 어긋남을 강조, 운영
보조금 및 시설지원비의 삭제를
주장
③ 개별 사안별로 금지보조금을 규율
하는 개별적 금지 방식(bottom-up
approach) 주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어업의 경
금지에 우, 수산자원 남획에 미치는 영향이
대한 미미하므로 선진국/개도국 모두에 적
예외 용되는 소규모 어업 관련 조항 신설
의 필요성 지적

① 개별적 금지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실제
로는 어선 건조 및 운영 비용, 항만시설 등
에 대한 보조를 금지하고 있어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규정
② 수산보조금의 부정적인 영향이 효과적인 어업
관리제도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 않다는 충분
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금지되어야 함.121)
③ 제I.1조 d 및 e는 사실상 협상의 범주에 포
함되지 않으며, 의장초안이 회람되기 전까지
이 보조금의 금지를 제안한 회원국은 없었기
때문에 삭제122)
④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은 총 1조7,000억 원 규
모로, DDA 협상 결과 면세유, 어선건조, 어
항시설, 어업운영비 지원 등 우리나라 수산보
조금의 대부분이 금지대상에 포함
① 금지에 대한 예외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
어서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
② 2007년 초안은 제II조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V조에 따른 어업관리제도를 유지
해야 함. 제II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보조금
은 개별 회원국의 국내 어업 생산을 지원하
기 위한 것이 아닌 바람직한 어업관행의 증
진에 있어, 오히려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II조와 제V조와의 논리적 연관성
없음.123)
③ 제II조 e(특정 이용자 할당)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아직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회원국들 간에도 이 조항에 대한 법적
및 실질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삭제124)

① 입어료에 대한 보조금은 허용보조
금으로 간주
② 개도국 회원국의 소규모어업과 개
개도국
도국 회원국 내 EEZ에서만 운영
특별
되는 어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
대우
제 적용
③ 공해상 어업에 대한 보조금은 선
진국과 동일한 규율을 받음125)
수산자원 고갈은 불충분한 관리제도
어업관 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
리제도 인 어업관리제도의 운영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산자원을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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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의장초안에서는 다행히 2007년 의장초안이 지향했던 규범안을 제
시하는 대신 협상 참여국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점
을 감안하여 주요 쟁점사안들에 대해 근본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쟁점별 주요 질의사항이 기재된 로드맵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
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협상의 기초
가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다만 수산보조금의 대다수 항목을 완전
히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회원국의 수가 한국을 포함한 수세적 입장의 회원
국 수보다 월등히 많은 점이 우리나라의 입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09년 5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126)에 따르면, 2007년
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은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DDA 협상 결과에 따라, 많게는 약 72%가 금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
기되고 있다. 송경은(2009, p. 138)은 [표 5-1]을 기초로 하여 2007년 의장
안의 내용대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이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체 수산보조금
의 75.7%에 달하는 약 1조 2,6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이 금지보조금으로 분
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하였다.

121) Relation Between Article I and Article V of the Chair's Text, Communica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TN/RL/GEN/159, 4 June 2008, p. 2.
122) Ibid.
123) Ibid., pp. 2~3.
124) Ibid., p. 3.
125) Fisheries Subsidies: Framework for Disciplines, Communication from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TN/RL/GEN/114/Rev.2, 5 June 2007, p. 9.
126) 농어업선진화위원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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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2007년 의장안대로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될 경우 한국 수산보조
금의 분류 ❚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 분야
어업용 유류 면세액

금지 예상

금

액
7,885

어항 인프라

2,781

기타(가격지지, 가공지원, 어구제작, 어선건조, 보험 등)

1,967

소

12,633

계

1,296

어선 감척

8

친환경 어업기술 개발 등
금지 예외

어업인 육성(어민후계자 육성 등)

139

재해복구비
소

계

자원관리(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기 타

50
1,494
926

수산물 위생관리(HACCP 시설 및 위생교육 등)

114

양식사업 지원(어장 정화, 친환경배합사료 개발 등)

288

연구개발사업

366
24

해외 신어장 개발

482

유통지원
수협경영지원(일선 수협 경영개선자금 등)
소
총 계

계

667
2,867
16,993

자료: 송경은(2009, p. 139)에서 전재.

만약 2007년 초안의 내용대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기여하는 보조금
을 확대하거나 그 신설을 허용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를 저해하는 보조금을
크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준비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 중 하나로
서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총액의 45% 이상인 7,885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업자들에 대한 유류세 면세혜택(일명: 면세유)의 경우, 협상결과에 따라
자칫 많은 수산업자의 존립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UR 농업협상의 결과 발발한 이익계층의 저항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① UR 농업협상에서 ‘쌀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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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었듯이 수산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 ② 금지보조금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효력을 수년간 잠정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SDT(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
는 방안 등을 협상과정에서 다각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의 노력에 추가하여 국내에서도 수산보조금의 치원체
계를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지예외
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간접보조금 항목들을 상대적으로 늘려 나가는 지
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친환경 어업 기술개발’, ‘어업인 육성’, ‘기술지
원’, ‘어업인프라 개선’ 등에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은 수산업의 존립과 현대화
에도 기여할 수 있는바, 이들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확대함으로써 협상결과에
대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수산보조금 규범협상이 현재 2008년 의장초안
에서 제시된 로드맵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규범협
상에 비하여 협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 다소 희망적
이기는 하다. 즉 아직 남아 있는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본, 대만, EC 등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가 초지일관 주
장하고 있듯이 ‘개별적 금지 방식’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상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규범협상 내에서 반덤핑분야와 수산보조금 분야의 협상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즉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덤핑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연계함으
로써 국가 전체의 손익을 균형시켜나가는 협상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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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무역구제조치와 산업구제조치
를 활용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국제통상규범이 보다 명확하게 제정되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
식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바로 그러한 목적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WTO에
서 진행되고 있는 DDA 규범협상의 경과, 주요 쟁점 및 협상 참여국들의 입
장, 그리고 협상의 중요한 내용 등을 심층적으로 조망해보았다.
본 연구가 각국이 제출한 수많은 제안서와 협상그룹에서 협상의 기초자료
로 사용된 두 개의 의장초안 및 각종 작업문서 등 최근까지 입수 가능한 공
식 협상문서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협상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협상전략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데 있어 적
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결론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우선 DDA 규범협상의 경과 및 주요 현황에 관해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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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섯 가지를 주요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른 협상분야들과 마찬가지로 DDA 규범협상도 회원국들 사이에
입장차이가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다. 이는 ‘조사가 개
시되었다’는 사실이 공표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
는 ‘반덤핑조치’ 분야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즉 피소국들은 되도록 반덤핑절
차를 개시하는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 자신들에게 오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
려고 할 것이고, 제소국들은 그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협상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원국들의 대립되는 입장
들이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
하였다.
둘째, 특히 반덤핑조치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피소국과 제소국의 구
분이 갈수록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중국이 오랫동안 가장 많은
제소를 당하는 피소국이었던 데 반해 이제는 매우 활발하게 제소하는 회원
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인도는 1990년대 말을 전후하여 반덤핑제소 건수
가 가장 크게 늘어난 WTO 회원국으로 기록될 정도이다. 또 미국의 경우는
중요한 제소국의 위치는 아직 점유하고 있으나, 피소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
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동일 사안에 대한 WTO 회원국의 일관된 입장
정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협상 진행을 어렵
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셋째, 보조금협정에 관한 규범협상의 경우 일반보조금 분야보다는 수산보
조금 분야의 협상에서 커다란 어려움이 있어왔는데, 이러한 난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 분야의 협상에서는 다른 협상분야보다
‘개발도상국 대 선진국’의 이해관계 대립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회귀할 수 있는’
기존 협정문이 없다는 사실이 협상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장초안’과 같은 공식 협상문서가 제시되지 못하고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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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에 관한 토의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산보조금 규정 제정을 위한 협상은 이
러한 어려움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DDA 규범협상은 아직도 난
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반덤핑조치분야에서는 제로잉, 일몰재심, 최소부과원칙 등, 그리고 보조금분
야에서도 보조금의 정의,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 수출신용을 포함하여 상
당수의 협상의제에 관해 회원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수산보조금의 경우 새로이 제정
해야 할 규정에 포함될 이슈들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만만치 않다. 이에
있어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사안마다 바뀔 수 있는
점도 이해관계의 수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안마다
특별하게 다른 EU의 입장, 개도국이기는 하지만 최근 능동적으로 제소에 참
여하는 중국, 인도 등의 이중적 협상전략 등으로 인하여 특히 ‘Friends
Group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의미하는 단순한 협상공식보다는 훨씬 복잡한
협상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섯째 DDA 규범협상이 세부적인 협상분야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거나(반덤핑, 수산보조금), 주도세력이 부재하여 협상이 다소 지
지부진한(일반보조금) 상황에 놓여 있어 앞으로의 협상의 전개방향을 점치기
쉽지 않다. 본 연구가 본격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여러 군데
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으로 DDA 규범협상의 성패는 ‘일괄타결’방식으
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DDA 협상의 성패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
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결론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반덤핑협정에 관한 협상의 경우 우리가 속한 Friends Group의 네
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히 제로잉 금지, 인과관계 판단의 엄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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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판정기준의 명확화 등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조금협정에 관한 협상의 경우 특히 수산보조금 분야에서 되도록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철폐방식을 논의하는
데 있어 최소한 일괄금지방식이 아닌 개별적 금지 방식이 채택되도록 협상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협상결과가 우리에게 불리
하게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산보조금 지원체계를
간접보조금 우선방식으로 개선해놓는 작업도 병렬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2. 정책 시사점
이상에서의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제2장에서 1995~2008년 기간 중에 기록된 통계자료에
의해 드러났듯이 우리나라는 이 기간 중 집계된 반덤핑제소 건수에서 제11
위의 위치를 차지하나, 피소건수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제2위의 위치에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
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특히 인도 및 중국 등 최근 반덤핑분야에서 떠
오르는 새로운 강국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인도의 경우 제소에서
는 미국보다 많은 제1위, 피소건수는 제8위이며, 중국도 피소건수에서는 제1
위를 그리고 제소건수에서는 제8위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를
포함하여 각종 국제통상규범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활
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반덤핑협정 개정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Friends Group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
로잉, 일몰재심, 최소부과원칙 등 반덤핑 피소국들이 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서 2007년 의장초안에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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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불리한 내용이 2008년 의장초안에서는 철회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Friends Group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공조체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
으로 평가된다. 우리 협상단은 향후에도 이러한 협상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산보조금의 경우 일본, 대만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
라가 수산보조금 분야에서 ‘포괄적 금지’ 방식을 주장하며 협상을 주도하다시
피하는 Friends of Fish 그룹의 적극적인 공세 때문에 다소 수세에 몰려 있
는 느낌이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비교적 많은 우리나라를 포함
한 아시아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
드 등 선진국들의 공세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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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Friends Group(W/150, GEN/9)
2.2: 1) 구성가격 산정 시 이윤산정 기준에
있어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수입국들의 자의적인 판매비용, 관리비용
및 이윤 결정 관행의 방지, 2) 정상거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
2.4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Friends Group(W/113, GEN/8)
2.4.2: 1) 덤핑마진 계산 시 수출가격과 정
2.4.2 제로잉(Zeroing)
상가격의 비교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양(+)
의 덤핑마진과 부(-)의 덤핑마진을 포함하
도록 개정 2) 조사 또는 재심기간의 일부
가 아닌 전 기간에 걸쳐 덤핑마진이 계산
되도록 2.4조에 신설
Friends Group(W/150, GEN/9)
2.4.2: 동일가격 비교원칙의 적용으로
부(-)의 덤핑이 인정되게 되었으며
덤핑마진의 불합리한 확대 산정을 방지케
되었으나 예외조항 도입으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 비교 가능성
상존
Friends Group(W/214/Rev.3, W/215,

제2조 덤핑의 판정
2.2 정상가격의 인정기준

조항별 쟁점사항
<반덤핑협정 협상>

개정
중간
(유보적)

2007년 의장초안
(2007. 11)

2008년 의장초안
(2008. 12)

비고

이집트(W/141, W/113에 대한
o 이 조항이 제5조 o 초안 규정을 삭
의견)
원심조사에만 적 제하고, 전체 반
2.4.2: 조사기간 중 상이한
덤핑협정문에 적
용되도록 규정
덤핑마진의 결정은 이미
용토록 수정
금지되므로 제로잉 조항을
수정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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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왜곡관행(덤핑행위 자체)
규제 강화
구성가격 산정 시 이윤산정기
준 축소에 대해 주장 철회
원가 이하 판매 개념의 명료화
수용
부의 덤핑마진 인정범위 축소
o 원심상 T-T, W-T o 제로잉 허용 제
수용
및 재심에서 제로 안 철회
누적적 개념 인정 수용
o 제로잉 허용문제 Friends Group 입
잉 허용
에 대한 이견 존 장 대부분 반영
EU, 호주, 캐나다
재 사실 기재
규제 강화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 부록 표 1. 반덤핑협정 개정 관련 WTO 규범협상에서 나타난 쟁점별 주요국 입장 ❚

부록

GEN159)
2.4.2: 의장초안(2007년)의 이 조항에 대해
Friends Group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강조, 제로잉의 현행
규정으로인한 무역자유화조치 약화 우려
2.4.3: 제로잉 방법의 일반적 금지의
명확화
2.4.5: 덤핑마진과 관련하여 거래 시차가
계산되어야 함.
중국(W/66, 94)
2.4.2: 제로잉의 금지에 대해 개선 필요,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의
명확화를 통해 조사당국의 자의성 배제후
다른 방식의 반덤핑조사 요청.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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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Group
3.1: 덤핑수입가격이 수입국 국내 생산자에
의한 가격 주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지가 반영되지 않고 선진국의 주장대로 덤
핑수입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
요소로 인정되어 덤핑수입과 산업피해 간
의 인과관계가 왜곡(덤핑 이외의 요소에 의
한 산업피해의 책임이 덤핑에 의한 것으로
전가)될 가능성 상존
3.3: 그동안 관련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적
용해 왔으나 금번 이 조항 신설로 누적 평
3.2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가 설정기준 명확화
영향

제3조 피해의 판정
3.1 피해 판정 시 고려요소

2.6 동종 상품

조항별 쟁점사항
<반덤핑협정 협상>

❚ 부록 표 1. 계속 ❚
개정
중간
(유보적)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2008년 의장초안
(2008. 12)

비고

o 덤핑과 피해 간 인 o 인과관계 판정을 Friends Group 입
과관계 판정시 덤 약화시켰던 제안 장 미반영
- 피해산정요소 부분
핑과 다른 요소로 철회
인한 피해에 대한 o 여타 요소 분리
문제 및 정량 분 Friends Group 입
정량화 불필요
석 의무화 문제 장 일부 반영
에 대한 이견 존 - 피해의 누적 평가
재 사실 기재
o ‘실질적인 산업설 o 신설 정의 삭제
립 지체’에 대한 o 이 정의 포함 자
정의 신설
체는 대체적으로
지지하나, 구체
적인 정의 방안

2007년 의장초안
(2007. 11)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4.1 국내산업 정의
(Exclusion of producers
who are related to

제4조 국내산업

Friends Group(W/104)
4.1: 1) 호주와 달리 국내 생산자 전체 또
는 이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 상품의 국
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자들 지칭. 예외적으로 국내 생산자 전

중국(W/66)
3.5: 덤핑수입물량이 국내산업 피해를 유발
하는 ‘실질적인 이유’인 경우에만 인과관계
가 성립된다고 주장.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
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
중국(W/94)
3.5: 조사당국이 덤핑수입이 피해의 한 요
3.3 피해의 누적 평가
인임을 인정하면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는
관행을 개선
3.4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집트(W/110)
3.7: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기 위
3.5 피해 판정
해, 실질적 피해위협의 존재를 판단하는 요
(Causation of injury)
소들을 보다 상세히 규정
홍콩,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대만
(W/223)
3.7 실질적 피해의 우려
3.5: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
3.8 실질적 산업 설립 지체
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 이외의 모든 알려
(Material retardation)
진 요소를 검토하여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야 하고, 이를 수행함에 있
어 정량적 분석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개
정 주장

조항별 쟁점사항
<반덤핑협정 협상>

❚ 부록 표 1. 계속 ❚
개정
중간
(유보적)

2007년 의장초안
(2007. 11)
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기재

2008년 의장초안
(2008. 12)

호주(W/)
o 수출업자 내지는 o 신설 기준 철회
4.1: 국내산업의 정의는 동종 수입업자와 관련 o 기준 필요 여부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된 업체 제외 시 등에 대한 이견
전체에 해당
적용해야 하는 기 존재 사실 기재
준 신설

호주(W/74)↔66
3.5: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
며, 이것을 어떻게 덤핑과 연결
시킬 수 있는지 질의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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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중국(W/66)
4.1: 국내산업의 상당 부분 명료화 및 개선
이 필요함.

체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든 생산
자 관련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 국
내 생산품의 50% 이상을 생산하지 않는
단서를 꼭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
2) 보조금 16.1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야 함.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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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제4조의 덧붙여 조사해당제품의
정의 항목 추가 및 조항의 기준, 방법, 재
조사 과정 등에 대한 구체화 주장
Friends Group
제5조 조사 개시/후속조사
(initiation
&
Subsequent 조사 개시 요건의 강화:
Investigation)
1) 국내산업의 찬성 요건
2) 조사신청서 상의 자료 충분 및 정확성
5.1~4 조사 신청
->조사신청기준의 계량화
(조사 개시만으로도 투자결정이나 판매기회
5.5 당국의 의무
에 있어 시장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
과 발생하므로)
5.6 고려대상품목
홍콩(W/219)
(Product under
consideration)
5.1: 당국은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덤핑, 피해
5.8 미소마진
관련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
5.5: 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해 신청서는 상
(de minimis)

exporters or imports or
who are themselves
importers)

조항별 쟁점사항
<반덤핑협정 협상>

❚ 부록 표 1. 계속 ❚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2007년 의장초안
(2007. 11)

2008년 의장초안
(2008. 12)

비고

미국
o ‘고려대상품목’ 신 o 관련 제안 삭제 Friends Group 입
자국법에 기초한 절차사항(조사 규 정의
o 회원국 간 정의 장 일부 반영(조사
절차의 공개, 적법절차, 절차의
신설 필요 여부 신청기준 계량화)
투명성 등) 개선
및 적용 품목 범
이 집 트 , 노동조합의 조사신청자격 인정
위에 대한 이견
인 도 네 - 수용
존재 사실 기재
시아, 남
노르웨이
아공
자 국 의 조사신청기준의 계량화로 조사
유치산업 신청요건이 명확화되었으나 선
을 외국 진국의 경우 노동조합에 조사
의 불공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사
정한 행 신청이 용이해짐.
위로부터

개정
중간
(유보적)

5.9 조사기간 제한

조항별 쟁점사항
<반덤핑협정 협상>

❚ 부록 표 1. 계속 ❚

개정
중간
(유보적)
대국의 무역 관련 기관에 직접 통보하는 보호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
유용한
5.8: 미소마진 기준을 차라리 수입물량의 수단으로
7% 이상으로 높여 반덤핑조치와 관련
간주
없게 하거나 무역상대국들의 전체를 누적
계산해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
대만(Gen/68, W/227)
5.8:
1) 미소마진의 기준을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개정 요청
2) 의장초안 우려, 수입량을 결정할 때
동종상품을 포함한 수입국의
국내시장상황을 고려한 수입의 효과를
고려하여 산정 주장. 기간의 명확화 요청
중국
5.1:
1) 조사 개시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국내
생산자들이 동종 상품 총생산량의 50% 이
상 점유율을 지난 3년 동안 매년 평균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 및 그 이후 내
용에 대해 세세한 단어 수정
2) 동종 상품의 총생산은 수입국의 인증을
받은 감시관에 의해 동종 상품 생산자의
생산기록에 기초해 작성될 것이라는 내용
추가 요구
중국(W/94)
5.8: 무시 가능 수입물량 상향조정 및 미소
마진을 피제소국 덤핑마진 합계 7%로 상향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2007년 의장초안
(2007. 11)

2008년 의장초안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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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160│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인도
수출가격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마진은 미소
마진으로 간주되나 이를 5%로 늘려야 하
며, 새로운 덤핑조사 개시뿐만 아니라 재조
사에도 적용되어야 함. 또한 실제적이고 잠
재적인 덤핑 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
한 수준이라도 3~5% 정도로 덤핑마진 기
준을 늘려야 함.
중국, 홍콩, 일본 등(W/221)
5.8: 의장초안에 언급된 미소마진의 결점
지적 1)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거래단계에
서 덤핑판정 여부 알 수 없음 2) 덤핑마진
이 단지 2%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의 공
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5%로
인상 요구
EU, 호주, 캐나다
조사 개시요건의 명확화 및 조사과정의 공
정성 추구 요청
Friends Group(W/93)
제6조 증거
6.8: 1)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 및 정보
6.4 bis
제공이 거부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이용할
6.8 이용가능한 사실의 사용 /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관계사 보유정보 요청 문제
2) 이 조항을 이용하기 전 조사당국이 피
(Information
requests
to 제소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affiliated parties)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
6.10 표본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 3) 확인 가능하고 적절히 제출된 것이라면

조항별 쟁점사항
<반덤핑협정 협상>

❚ 부록 표 1. 계속 ❚
개정
중간
(유보적)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2008년 의장초안
(2008. 12)

o 조사대상업체가 o 이 제안 철회
통제하지 못하는 o 대신 회원국 간
관계사의 보유정 이견 존재 사실
보를 제공하지 않 기재
아도 비협조로 간
주해서는 안된다
는 규정 제시
o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 후 2일 내

2007년 의장초안
(2007. 11)

비고

제8조 가격약속(1,2,5항)

7.3.4 잠정조치 적용기간

7.1 잠정조치 발동요건

제7조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

6.11 이해당사자의 범위

조항별 쟁점사항
<반덤핑협정 협상>

❚ 부록 표 1. 계속 ❚

Friends Group(W/118, GEN/2)
8.1: 만족스럽고 자발적인 약속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
8.3: 가격약속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규
정하고 있으나 내용이 모호하여 조사당국
이 자의적으로 가격약속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 약속의 요건 명확화
이집트(W/141)
8.3: 가격약속조항에서 “종결될 수 있다”는
표현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요청, 가격약
속의 성실하고 예측 가능한 이행은 일반적

조사당국은 조사과정에서 피제소자가 제출
한 모든 관련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개정
중간
(유보적)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2008년 의장초안
(2008. 12)

파일 접근 허용
o 파일유지의무는 5 o 요청 후 2일 내
년
파일 접근 허용
은 사법심사, 행
정절차 등이 진
행될 때 한정되
어 인정
o 파일유지의무 기
간을 반덤핑조치
가 유지되는 동
안으로 수정
o 잠정조치기간 2개 o 기간 연장을 철
월 연장
회하고 현행 협
정문으로 복귀

2007년 의장초안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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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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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며 상황 변경 시 수출업자의 가격약
속 조정요구권 인정에 대해서 동의하며 개
도국에 대해 특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
제9조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한국(W/65, W/47에 대한 한국의 논평)
9.1: 최소부과원칙을 시행하는 방안에 논의
9.1 공익과 최소부과원칙
를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
(Public interest and
Friends Group(W/83, GEN/10)
Lesser duty rule)
9.3&9.5: 수입국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조
사 진행을 제한할 것을 주장, 재심은 수출
9.3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환불 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시
행해야 하고, 1년 이상 기간 동안 특정 수
9.5 신규 수출업자에 대한 반덤 출업자가 수출한 전체 수입을 기초로 결정
핑관세 부과
해야 함을 명시, 신규 수출업자에 대한 별
우회덤핑 방지
도 조사 실시로 부당한 관세 부과 가능성
(Anti-circumvention)
배제
Friends Group(W/119, GEN/1)
9.1:
1) 최소부과원칙 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
으로 3가지 제시
2) 반덤핑관세가 덤핑피해 제거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해서 부과되지 않도록 이 조항
개선 요구
Friends Group(W/224)
9.1: 의장초안에 최소부과원칙이 삭제된 것
에 대한 우려, 재삽입 요청
중국(W/94)
9.1: 최소부과의 원칙의 강행 규정화
중국, 홍콩, 파키스탄(W/216)

조항별 쟁점사항
<반덤핑협정 협상>

❚ 부록 표 1. 계속 ❚
개정
중간
(유보적)

2007년 의장초안
(2007. 11)

인도(W/106,W86에 대한 질의)
9.1: 반덤핑협정은 최소부과원
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체계적

캐나다(W/47)
9.1: 최소부과 원칙의 의무화와
함께 덤핑마진보다 낮으면서
산업피해 제거에 적절한 관세
수준의 결정방법이 필요, 공익
을 고려한 덤핑관세가 부과되
어야 한다고 주장

미국
o 권고조항으로 되
9.3: 재심 신청을 허용하는 방
어 있던 최소부과
안에 대해 부정적
원칙을 삭제, 대신
9.5: 우회덤핑 인정범위에 대해
공익 고려조항을
제3국에서 조립한 경우도 포함
신설
시키자고 수정안을 제시하였으
나 최종합의안 도출에 실패하
여, 추후 반덤핑 관행위원회에
서 합의를 도출키로 합의
o 우회수출 방지와
관련된 상세한 규
EU, 호주, 캐나다
정을 신설
9.5: 우회덤핑 규제 강화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o 초안상의 제안을
철회, 현행 반덤
핑협정 문안으로
복귀
o 공익 및 최소부
과원칙과 관련,
회원국 간 이견
이 큼을 기재
o 신설규정 삭제
o 회원국 간에 관
련 규정 필요 여
부 및 신설 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이견 존재
사실 기재

2008년 의장초안
(2008. 12)

최고부과원칙과 관
련 Friends Group
입장 일부 반영
(신규 수출업자에
대한 반덤핑 부과
등)

비고

조항별 쟁점사항
<반덤핑협정 협상>

❚ 부록 표 1. 계속 ❚

9.3: 의장초안 내용 중 우회덤핑에 대한 정
의가 명확하지 않아 의장초안에서 이 조항
삭제 요구
인도, 브라질
최소부과의 원칙 의무화 요청
브라질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시 덤핑마진이
최소허용기준이라면 반덤핑관세가 적용되지
말아야 함.
이집트
재심시스템의 개정(재심이 이루어지는 기간
에는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로부터 수입되
는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말
아야 하며 9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
이집트
최소부과의 원칙을 수입회원국 당국이 결
정하도록 요청하며 수입회원국이 과연 어
떤 국가인지 명확히 규명하고, 반덤핑 관세
의 부과는 수입업자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계산해야 함.
이집트(W/110, 140, 141)
9.1: 최소부과원칙 의무화
선진국의 반덤핑조사절차 진행 중에 개도
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최소부과원
칙을 의무화
9.5: 우회덤핑으로 인해 반덤핑협정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의 훼손(effectiveness)을 방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개정
중간
(유보적)

호주(W/122,W83에 대한 호
주의 입장)
9.3: 재심을 수출업자 또는 수
입업자만이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 질의, 5.8
조를 9.3조 관세 부과에 적용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호주(W/121)
9.1: 최소부과원칙의 의무적 적
용과 조사당국에 의한 적용위
임 중 호주 법률은 후자의 방
식 규정, 개도국과 선진국이 자
국에 대한 적용태도에 차이가
있어 동등한 적용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

호주(W/86)
9.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덤핑
으로 인해 세계시장이 교란될
때에 이 원칙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주장

이고 지속적인 덤핑의 정의 및
식별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 반
덤핑시장은 수입국시장의 덤핑
만을 규제하고, 세계시장 교란
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2007년 의장초안
(2007. 11)

2008년 의장초안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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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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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 재심절차에 관한 조항과 유사
한 조항을 신설
캐나다(GEN/3)
9.3: 관세부과방식은 소급적, 예비적 방식
이 있고 그 방식에 따라 상이한 무역효과
가 나타나는데, 캐나다는 소급적 방식이 관
세 최고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
문에 예비적 방식을 선호, 이 조항의 검토
와 환불에 대한 시한을 축소하고 수입 즉
시 검토를 요구할 권리를 명시 요청
홍콩, 일본, 스위스(W/222)
9.1: 반덤핑관세 부과 전의 덤핑을 적용하
는 경우 수입국의 산업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수정 요청
제11조 반덤핑관세와 가격약속의 Friends Group(W/76)
11.3: 5년 이후 자동적으로 반덤핑 결정이
존속기간 및 검토
종결되어야 하나 관행 상 계속 지속되고
11.2 반덤핑관세 존속기간 검토 있는 문제가 발생하여, 2가지 방안을 제시
1) 자동 종료 2) 종료 후 1년 이내 새로운
11.3 일몰재심-소멸시효의 인정 조사를 개시해서는 안되고, 단 예외적인 경
(sunset review)
우에 한해 6개월이 지난 후 조사 개시 가
능하도록 요구
중국: 일몰재심의 명확화
11.3:
1) 합리적인 기간은 최소한 7개월로 수정
하며 관세는 유효할 수 있음을 주장 2) 관
세 부과일로부터 10년보다 오래 지속된 결
정적인 반덤핑조치와 1회 이상 부과된 조

조항별 쟁점사항
<반덤핑협정 협상>

❚ 부록 표 1. 계속 ❚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2007년 의장초안
(2007. 11)

2008년 의장초안
(2008. 12)

미국
o 10년
자동일몰, o 강화 규정 철회
11.3:
일몰 후 2년 내에 o 회원국들 간 자
1) 자동효력소멸조항의 약화 신속절차 유지 가 동일몰 도입 필
계속 주장
능 등을 주요 내 요 여부, 일몰
2) 일몰재심에 관한 상소기구의 용으로 하는 일몰 판정 기준 등에
판정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화
대한 이견 존재
강화 규정을 제시
3) 반덤핑조치에 대해 전혀 연
사실기재
장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국내
산업과 수출업자 간의 불균형
4) 반덤핑 관세의 지속적 부과
스 위 스 : 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2 ~ 3 년 조사당국에 지우는 방안에 대
후 일몰 해 부정적
재심을

이집트,
인도네
시아, 남
아공: 조
사당국에
충분한
재량의
여지 필
요

개정
중간
(유보적)

Friends Group 입
장 일부 반영
(5년 소멸 시효 철
저 적용)

비고

조항별 쟁점사항
<반덤핑협정 협상>

❚ 부록 표 1. 계속 ❚

개정
개정 반대
2007년 의장초안
중간
(부정적, 소극적)
(2007. 11)
(유보적)
치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종료하는 EU
캐나다(W/47)
것이 바 현행 덤핑행위의 재발 가능성
11.3: 부과된 반덤핑관세의 자동 소멸 검 람직
에 대한 판정기준이 상세히 규
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재심 적용 요
정되어 있지 않고 각국 국내법
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 최초 조사 미국,
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에 적용되는 규정 중 각종 재심에 적용되 EU, 캐 경험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
나다, 호 지 개정을 요구한 것은 아님.
는 규정 명시 필요
한국(W/65, W47에 대한 한국의 의견)
주: 일몰
그룹의 제안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협 재심에서 호주(W/74, W66에 대한 호주
정 개정의 3가지 목적, ① 과도한 반덤핑 덤핑관세 의 의견)
조치의 남용금지, ② 조사대상자의 부담 경 의 지속 11.3: 자동소멸을 제안했는데,
감, ③ 반덤핑조치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적 부과 동종 상품에 의한 피해가 5년
공정성 제고 등을 공유함.
를 위한 이후 계속되는 경우에도 자동적
11.3: 일몰재심은 무역구제 조치의 한시성 구체적인 으로 소멸되어야 하는지 질의
을 보장한다는 데 공감하고, 현재 반덤핑조 기 준 을
치의 장기화는 이 조항의 결함으로부터 기 검토
호주(W/123,W76에 대한 호
인하다고 지적, 재심조항을 명료화하기 위
주의 의견)
해 캐나다가 제시한 2단계 접근법을 지지
11.3:
함. 재심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5.8
조, 2.4.2조 제시
한국(W/111)
1) 피해를 계속해서 야기하는
11.3: 5년 후 종료되지 않고 재심을 통해
수출국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계속 연장되므로 일몰제도 개선을 위해 자
재적용하려면 6개월 동안 기다
려야 하므로 자동소멸로 인한
동적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반덤핑조치의
문제점 우려
불필요한 연장 방지, 재심 시 고려사항을
위한 예시적 목록을 만드는 방식은 반덤핑
2) 대안으로 5년 자동소멸보다
조사당국의 자의성을 규율할 수 없다고 주
는 조사과정 상 덤핑피해 테스
장.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2008년 의장초안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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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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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W/110, 140, 141)
11.3:
1) 소멸시효 5년 이내로 개정, 재심은 개
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
며 ‘일반적’으로라는 설명 삭제 요청
2) 반덤핑 관세수준의 변경을 중간 재심에
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조
항을 개정하여 만기재심의 결과에 의해서
반덤핑관세 수준의 조정을 허용해야 한다
고 주장
3) 한국이 주장한 금지보다는 일몰재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수정 요청
일본(W/220)
11.3: 이 조항의 4에 일몰재심에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니 덤핑의 피해 가
능성 판단을 위한 요건 제시 요청
중국(W/94)
제13조 개발도상국
13: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개도국은 제
한된 인적, 물적 자원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ACP(GEN/154)
13: 개도국 S&D 조항 우대조치
제17조 협의 및 분쟁해결
Friends Group
17.6 패널의 반덤핑조치 검토 패널의 판정기준: 패널이 수입국 조사당사
기준
국의 반덤핑조사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
되 조사당국에 불명료한 협정의 해석 권한
을 인정(양측 입장을 절충)

조항별 쟁점사항
<반덤핑협정 협상>

❚ 부록 표 1. 계속 ❚
개정
중간
(유보적)

미국:
패널의 검토기능 약화 → 철회

트를 유지하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유지 가능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2007년 의장초안
(2007. 11)

2008년 의장초안
(2008. 12)

Friends Group 입
장 일부 반영(패널
의 판정기준)

비고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미국(TN/RL/W/78)
- 정부 소유, 정부 통제, 정부 지시 등의
개념의 기준 제시 필요
- ‘공적기관(public body)’과 ‘위임 또는 지
시(entrusts or directs)’에 대한 개념 명
확화

4.7 보조금 철회

제3-4조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호주(W/85, 135, 139)
3.1: ‘사실상(in fact)’ 개념이 불분명하므
로 논의 필요 & 금지수출보조금
을 판단하기 위해 수출성향뿐만 아니라
다른 고려요소들 목록화
4.7: 반복적이든 말든,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a prospective remedy) & 여러 이
슈 명확화
브라질(W/177)
수출 신용 및 보증과 관련하여 시장금리와
비교하여 금지보조금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

미국(W/78)
3-4: 이 조항을 고려하여 수출보조금 또
는 수입대체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편
입 주장

캐나다(W/112)
1.1: 보조금 개념 명확화
제2조 특정성(Specificity) 캐나다(W/112)
특정성에 대한 명료한 지침을 제공

조항별 쟁점 사항
<보조금협정 협상>
제1조 보조금의 정의
1.1 보조금 정의

개정 중간
(유보적)

의장초안
제1차 수정안
(W/213, 07.11) (W/236, 08.12)
o 보조금 정의 o 정부에 의한,
의 명확함을 공적 기관에
위한 조항 신 의한 재정적
설
지원

o 특정성 계산
과 관련해서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
한국(W/96)
o 보조금 계산과 o 우발보조금에
4.7: 이 조항의 개념이 협정의 각 조문마 관련된 현행 관한 규정
다 상이하다는 점 지적
규정을 신설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 부록 표 2.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관련 WTO 규범협상에서 나타난 쟁점별 주요국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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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정 중간
(유보적)

호주(W/85)
6.1: 보조금 계산에 관한 비공식 전문가
그룹의 결과를 기초로 논의 제안
호주(W/139)
6.3: 심각한 손상 발생 여부의 판단에 이
용되는 증거를 열거하기 위해 명확화
6.5: 가격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그밖
의 요소 명확화
6.7: 심각한 손상이 아닌 경우를 열거하
고, 표준 및 다른 규제요건 명확화
캐나다(W/112)
6.1: 금지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관련한 중
요한 규정이나 이 규정의 실효로 인해 명
확화 및 개선 필요
EC(W/30),캐나다(/112)
환경보호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보조금
수용 논의
호주(W/61, 85)
비특정적 보조금은 허용하자는 제안
베네수엘라(W/41,70)
(8.2) 정당한 개발목적에 필요한 허용보조
금의 도입을 주장- 특히 개도국의 생산
다변화와 같은 개발목적에 보조금 지급
허용 주장
브라질(W/19, 37, 64)
미국(W/71)
11: 국내산업 동종 상품의 정의와 직접적 WTO 내 관련 조

미국(W/78)
6.1: 구체적인 기준 결여로 인해 규정 강
화와 구제조치 명확화 제안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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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3조 상계조치

8.2 허용보조금 도입

제8-9조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6.1 심각한 손상
(dark amber,
serious prejudice)

조항별 쟁점 사항
<보조금협정 협상>
제5-7조
조치(상계) 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 부록 표 2. 계속 ❚
기타

o 대여기관의 장 o 신설 각주 철회 -피해를 입은
기적 손실 발 o 회원국 간 이 산업 측의 서

호주(W/60)
o 제2조에서 말
개도국의 정의의 불명확함을 거론하며 하는 특정성
일부 개도국 주장 반박
을 지니지 않
는 보조금

이집트(W/102)
o 심각한 손상
6.1: 미국과 달리 이 조항은 협상의 - 제품에 대한
mandate에 해당되지 않음.
종가
(ad valorem)
호주(W/135)
5% 이상의 보
6.1: 캐나다의 재도입 주장은 내용의 개 조금의 경우
선 없이 불가
- 산업 내 경영손
실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의장초안
제1차 수정안
(W/213, 07.11) (W/236, 08.12)
한국(W/96)
o 다른 멤버에
6.1: 기준이 불명확하고 부정적 효과의 의한 국내산
제거가 애매하다는 주장 반박
업의 손해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제19조 상계관세의 부과
및 징수 기간
19.4 관세 부과

제18조 약속

제17조 잠정조치

제14조 혜택 판정
14(a) 지분자본의 제공
14(b) 정부대출 규정
제15조 피해판정

제13조 협의

제12조
12.4 필요한 정보
12.7 이용 가능한 사실

조항별 쟁점 사항
<보조금협정 협상>
제11조 조사 개시 및
후속조사
11.4 제소 적격

캐나다(W/112)
상계관세조항에 관한 해석 및 적용 관행
통일화

미국(GEN/71)
상계관세조치에 대한 우회행위를 막기 위
해 개정내용의 개선 필요

한국
상계관세조치가 수입규제조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 강화

미국(W/78)
14(a): 현행 규정의 명확화 & 민간부문의
투자 관행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문제 제
기
14(b): 금융지원에 대한 통보 및 투명성
강화 주장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인 연관을 가지고 조사대상 상품의 정의
를 마련하자는 제안
11.4: 국내총생산의 25%를 구성하는 생
산자의 찬성만으로 조사 개시가 가능하도
록 현행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소 적격 강화 제안
12.7: 제공된 정보의 완전성에 따라 조사
당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
용 가능한 사실 관련 규정 강화 요청
19.4: 보조금액이 경미할 경우 관세 부과
금지 주장

❚ 부록 표 2. 계속 ❚
개정 중간
(유보적)
직이나 기업들에도
사전조율을 통한
이익을 줄 수 있게
사전검증시스템 도
입 주장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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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액이 미
소마진( 상품가
액의 1%) 미만
인 경우 조사는
즉시 종료
-조사는 원칙적
으로 개시 이
후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
며, 어떠한 경
우에도 18개월
이상은 불가

의장초안
제1차 수정안
기타
(W/213, 07.11) (W/236, 08.12)
생 시 혜택 견 존재 사실 면 신청에 의
하여 개시
발생으로 간주 기재
하는 각주 신
설
-조사 개시 신
청을 명시적으
로 지지한 생
산자의 총생산
이 동종 상품
의 국내 총생
산의 25% 미
만일 경우 조
사 개시 불가
능

브라질
수출신용 관련 개도국 특별 고려
캐나다(W/112)
30: 금지보조금에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
규범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금지
보조금에 대한 판결을 촉진할 수 있는 장
치 마련

인도(W/120)
27.5& 27.6:
수출경쟁조항과 수출신용시스템의 개선

인도(W/68)
개도국 S&D 조항 개정
-취약한 사회간접자본, 높은 자본조달비용
등의 특징을 가지는 개도국에 예외적인
수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수출경쟁력 획득 이후 상실한 경우 개도
국 S&D 대우 활용 가능하게 조항 개선

인도(W/120)
19: 관세 환급을 위한 검증시스템과 대체
환급시스템 도입 제안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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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분쟁해결

제27조 개도국 우대
27.5 수출 경쟁
27.6 개도국 수출보조금
졸업요건

제24조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
제25-26조 통보 및 감시

조항별 쟁점 사항
<보조금협정 협상>

❚ 부록 표 2. 계속 ❚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한국
미국(W/68)
개도국에 대한 허 개도국 S&D 대우는 한시적이어야 함.
용보조금 확대에
대해 경쟁관계 의
식해 유보적 입장

개정 중간
(유보적)

o 현행 협정문
유지

o 개도국 수출
보조금 졸업
요건인 수출
경쟁력 관련
회원국 간 논
의내용 기재

의장초안
제1차 수정안
(W/213, 07.11) (W/236, 08.12)

기타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미국(W/77): 교통신호 등 분류방
식에 따른 규제방법을 제안- red
light subsidies & dark amber
수산보조금의 분류, 규제 category & 어획능력 감소 및 수
방안
산자원 지속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EC(W/82):
자신의 공동수산정책의 개혁결과를

호주, 칠레, 에콰도르, 아이슬란
드, 뉴질랜드, 미국(W/3)
1) 현행 SCM 협정 상 심각한 손
상 및 국내산업의 피해 관련 조항
으로는 자원접근 왜곡을 다룰 수
없음.
2) 수산물의 이질성으로 준거가격
의 사정이 어려움.
뉴질랜드(W/12)
3) 수산보조금 지급국은 대부분
수산보조금별도 규율 제
수산물 수입국이므로 현행 협정
정 여부(접근방식)
상 상계관세의 부과로는 왜곡효과
를 시정하기 어려움.
미국(W/77)
현행 협정의 개념을 원용하여 금
지보조금의 확대 및 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한 규율 강화를 제안

조항별 쟁점사항
<수산보조금 협상>
초기 이슈별 정리

개정 중간
(유보적)
한국(W/17):
1) EEZ 내 어업은 연안국이, 공해어
업은 지역수산기구가 관리하고 있어
자원접근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소
지가 적다고 반박
2) 수산물의 이질성이라는 것은 단지
수산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 & 수
산물에 대한 동종 상품 또는 준거가
격의 산정도 가능하다고 주장
3) WTO 협정 상 수입품에 의한 국
내산업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SCM
협정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
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
일본(W/11): 수산자원의 고갈은 수산
보조금이 아닌 각국 또는 관련 국제
기구 관리정책의 문제로부터 기인한
다는 점을 강조
일본(W/159): 별도 규정 신설 자체에
반대가 아닌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인
‘방식’에 대한 의견 제시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 부록 표 3. 수산보조금 관련 WTO 규범협상에서 나타난 쟁점별 주요국 입장 ❚
의장초안 부속서 C
(W/213, 2007. 11)

제1차 수정안
(W/236,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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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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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반영하여 수산보조금 분류기준을
제시
칠레(W/115):
수산보조금을 Red light(적색- 금
지), Amber Category(황색- 금지
외)로 구분하자고 제안
미국(W/77): 수산물의 관리체계를
포함하여 수산업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
EC(W/82): 허용보조금을 상계조
수산보조금 통보의무의
치위원회에 통보하고 사무국에서
개선
통보 현황 점검표를 만들어 공개
할 것을 제안
칠레(W/115): 수산보조금을 Red
와 Amber로 분류하는 안을 제시
중국(W/9):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에 무역, 환경 및 지속적인 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기반시설 건설, 수
산물 질병 예방, 과학연구 연수,
어민 전업 등에 대한 보조금을 인
정해야 한다고 주장
약소연안국(W/136): S&D 대우
수산보조금 규제에서 개
차원에서 입어료 지원, 자국 수산
도국 대우
업 발전을 위한 지원, 영세어업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 정의에서 제
외하자고 제안
인도, ACP(W/217)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영세어업
종사자들의 빈곤감축을 위해 예외
조치 및 S&D 확대 제안

조항별 쟁점사항
<수산보조금 협상>

❚ 부록 표 3. 계속 ❚
개정 중간
(유보적)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의장초안 부속서 C
(W/213, 2007. 11)

제1차 수정안
(W/236, 2008. 12)

기타

제2조 일반적 예외

제1조 금지수산보조금
1.1 조건
1.2 과잉어획

조항별 쟁점사항
<수산보조금 협상>
후기 조항별 정리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미국(GEN/41)
어획능력 감축을 위해 어로면허의
회수(buyback) 프로그램 제안, 감
척사업에 대한 지원은 허용보조금
으로 간주

뉴질랜드(W/154)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 주장
-수산보조금으로 인한 남획
(Overcapacity/Overfishing) 문제
를 비용, 이윤 등 경제적 요소에
연계해 계량화하는 방법 제안

❚ 부록 표 3. 계속 ❚
개정 중간
(유보적)

한국, 일본, 대만, EC, 캐나다, 노르
웨이
-금지예외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
서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

한국, 일본, 대만(W/172): 포괄적 금
지 방식이 기본원칙과 불합치한 점을
재지적, 구체적인 예를 통해 보조금
분류

일본, 한국, 대만, EC, 캐나다,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되 (위장된)개별적 금지 방식
(bottom-up approach) 주장
일본
과잉어획능력, 불법어획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간주하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보조금은
허용- 개별적 금지 방식(bottom-up
approach)
한국(W/160)
비용/수익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보조
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인
정하고, 과도한 금지보조금 규정은 현
행 협정의 관련 요소를 충분히 감안
할 것을 주장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어선 및 서비스선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개선
-특별 어업기술을 위
한 어구의 도입 및
환경적 악영향을 줄
이기 위한 기술의

-어선 및 서비스선의
취득, 건조, 수리,
개조, 현대화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어선의 제3국의 이
전을 위한 보조금
-어선에 지급되는 보
조금
-해면어업과 관련되는
항공 등 기반시설
및 인근 가공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은
금지

의장초안 부속서 C
(W/213, 2007. 11)

단 어획능력에 영
향을 주지 않는 안
전과 관련된 어선
건조보조금, 환경
기준 준수 및 수
산자원관리 준수
를 위한 어선운영

개별적 금지 방식
(bottom-up
approach)으로 작성
But, 어선건조 및
운영비용, 어항 등
인프라 등에 대한
보조금 및 과잉어
획 중인 자원에 영
향을 주는 어획활
동 및 어선에 대한
지원 등을 금지보조
금으로 규정

제1차 수정안
(W/236,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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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 일본, 대만, EC, 캐나다,
노르웨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어업의 경
우 수산자원 남획에 미치는 영향
력이 미미하므로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 적용되는 소규모 어업 관
련 조항 신설의 필요성 지적

개정 찬성
(긍정적,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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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발도상국의
S&D 대우

조항별 쟁점사항
<수산보조금 협상>

❚ 부록 표 3. 계속 ❚
개정 중간
(유보적)

의장초안 부속서 C
(W/213, 2007. 11)
도입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수산관리제
도 이행(선반감시시
스템 설치)
-선원의 재교육 및
어업과 관계없는 직
업으로의 전환을 위
한 훈련비
브라질(W/176,GEN/56)
개도국에 대한 S&D
규정하고
: 개도국의 일정 조건 하의 어획능력 대우를
향상을 위한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 있기는 하나, 그 경
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우에도 대부분 자
원관리시스템 관련
규정 준수를 조건으
로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
개정 반대
(부정적, 소극적)

제1차 수정안
(W/236, 2008. 12)
보조금, 조기은퇴 및
이직 관련 보조금 등
은 금지의 예외

기타

■■Executive Summary

The Current State of WTO's DDA Negotiation
on Rules and Policy Implications
Nohyoung Park and Sung-Hoon Park

1. Main Findings of the Paper
Trade and industrial remedies became more frequently employed as the
world economy suffered from the recent worldwide financial crisis. The
multilateral rules of the WTO applicable to such trade remedies should be
improved so that an unfair application of those measures is prohibited. In
fact,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initiated in 2001 has been
dealing with the WTO provisions on trade remedies as one of its core
negotiation items. The paper examined the process of the rules negotiation
and the diverse positions of major WTO Members. For this purpose it
analyzed the comprehensive set of proposals submitted by the WTO Members,
two Chair's drafts and other documents prepared by the WTO Secretariat.
Based on this examination and analysis, the paper suggested strategic
considerations the Korean government can draw when participating in the
rules negotiation under the DDA.
Main finding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ons of WTO
Members in respect of the rules negotiation are quite different, simila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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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found in other issues of the DDA. WTO Members are in particular
sharply divided in rules negotiations on antidumping measures. Exporters that
are likely to be subject to potential trade remedies would prefer tighter rules,
in order to reduce the frequency and the intensity of those remedies.
Importers would prefer loose rules on the application of trade remedies, with
the view of avoiding an intensified competition from imported products.
Considering these divergent interests and positions among the negotiating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any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rules
negotiation would require a compromise in order to balance the interests of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Second,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frequent users of trade
remedies and opposing respondents has recently become unclear. For example,
China which used to be a frequent subject of trade remedies has now become
an aggressive user of those remedies. Also, India has recently increased the
use of trade remedies, and has emerged as one of most frequent users.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which used to resort most heavily to trade
remedies, is now charged frequently by trade remedies of other importing
countries. This new feature has made WTO Members difficult to take
consistent positions over the specific issues discussed in the rules negotiation.
Third, fishery subsidies constitute one of most difficult items in the rules
negotiation. A strong confrontation between developing WTO Members and
developed ones is found to be one of the peculiarities of this negotiation.
There would be no global rules specifically applicable to fishery subsidies if
there is no agreement in the DDA. Considering that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have been conducted based on a 'roadmap' rather than a Chair's
draft, a successful agreement for this issue appears extremely difficult.
Fourth, the issues which are often subject to disagreement in th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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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 include zeroing, sunset clause, lesser duty rule in antidumping
measures, and definition of fishery subsidies, coverage of prohibited subsidies
and export credit in subsidies. As pointed out above, WTO Members often
get together over particular issues without any forseeable and consistent
direction. For example, the EU has taken different positions depending on the
specific issues discussed. China and India have taken rather double positions
since they have recently joined the user group. Accordingly, a traditional
confrontation between 'Friends Group' and the United States may not often
explain what has happened in the course of the rules negotiation.
Considering the four findings mentioned above, it is an observation of
this paper that the rules negotiation is still not yet on a full track. Therefore,
the authors expect that a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rules negotiation may
be influenced by the progress in the negotiation of other issues in the DDA,
mainly due to the negotiating principle of a single undertaking.
2. Policy Recommendations
The paper has suggested the following four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as discussed in Chapter 2,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5 and 2008,
Korea was second most-frequently subject to antidumping measures just after
China, while she ranked the 11th in imposing the measures. This statistics
may suggest that Korea has been rather inactive in using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imports which may injure domestic industry. This relatively
inactive attitude of Korea may be contrasted to that of India and China. India
very recently ranked the first in imposing antidumping measures, while
positioned the 8th in being subject to the measures. China was placed the 8th
in imposing the measures, while ranking the first in being subject to the
measures. Considering this contrast, Korea is advised to take mor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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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in using trade remedies, such as antidumping measures,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Second,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Korea as one of the members of
the Friends Group has been very active in improving the rules on trade
remedies. Those issues, such as zeroing, sunset clause, lesser duty rule, which
lead to a tighter application of antidumping measures, initially stood
negatively in the first Chair's draft. However, they corrected rather positively
in the second Chair's draft due to the efforts of the Friends Group including
Korea. Korea along with other WTO Members of the Friends Group should
make every effort in keeping the improvement in those issues, with the view
of securing worldwide freer trade, which will eventually enhance the national
interest of Korea.
Third, Korea has taken similar positions along with Japan and Taiwan in
fishery subsidies. However, the Friends of Fish Group, composed mainly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New Zealand,
has taken rather tougher stance by demanding a comprehensive ban on fishery
subsidies.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negotiation goals, Korea should
take a lead among Asian countries which have a greater population depending
on fishery.
Finally, it is reminded that WTO Members including Korea need a freer
trading system with trade remedy rules which do not unfairly restrict trade.
The rules negotiation is a very important element of the DDA for Korea and
other WTO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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