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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995년 1월 1일 출범 이래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
제성장 및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급증,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과 서비스무역의 증가 등 국제무역의 질적·구조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해 WTO 다자통상체제의 유효성에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일방적 관세부과로 인해 WTO의 기
능이 위축되어왔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계속된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 저지로
WTO의 분쟁해결제도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
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의 배경에는 지난 20여 년간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킨 중국 등 개도국의 부상이 있습니다. 특히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출범
으로 개도국에 대한 혜택이 보다 광범위해지자 선진국의 불만이 구체적으로 표출
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국영무역을 통한 광범위한 산업보조금과 불공정 무역행
위로 인해 미국 등 선진국의 반발도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차세대 기술패권을 놓
고 진행 중인 미·중 통상마찰도 이러한 선진국과 개도국 대립의 한 예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불만은 지난 해 중순부터 WTO 개혁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
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투명성 제고와 통보강화, 국영기업 및 산업보조금 문
제, 상소기구의 권한 범위 및 기능, 개도국지위 등에 관해 제도적 차원의 개혁이 필
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WTO 개혁에 관한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WTO의 기능 회복
및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협상 및 대응전략 수립과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설정이라는 연구 목표하에 ‘WTO 개혁 쟁점’ 연구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WTO 개혁 쟁점 연구 시리즈는 크게 세 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보강화 및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농업보조 통보문제 및 개도국 세분화’를 주제
로 농업분야에 영향을 줄 농업보조 통보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이슈를 분석하여 우
리나라의 협상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로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가 가지는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연구로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내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
니다.
WTO 개혁 쟁점 연구 시리즈 중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연구는 이천기 부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엄준현, 강민지 전문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방대한 연구범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진
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해리국제협
력연구소 박영덕 연구위원,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임대성 사무관, 산업통상자원
부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서은아 행정사무관, 본원의 배찬권, 김종덕 연구위원
이 이 연구의 심의위원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원내외 심의위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
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WTO 체제 개혁에 관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및 대응방안
마련과 새로운 다자통상정책 방향 설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원장 이 재 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
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
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
하였다. 아울러 WTO 보조금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3개 회원국의 아웃리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
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
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현행
WTO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정의
규정의 부재, 국영무역기업 투명성 메커니즘의 저조한 이행률 등 많은 한계를 노정
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공공기
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은 소유지
분, 의결권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의 경우 조사당국에게 과도
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고 비판해왔다. CPTPP 및 USMCA 등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정부의 소유
나 통제 여부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ⅰ)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
설,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식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CPTPP, USMCA
등을 살펴 개정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이른바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중국정부는 특

히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제조업과 에너지 등 상류 부문에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공여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하류부문으로 ‘이전’되었
음을 제소국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ⅰ) 상류보조금 및 혜
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ⅱ)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외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하는 방
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ⅲ)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
상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과거의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논의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ⅳ) 혜택 산정기준에 있어 국외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사
용가능성 및 조건, (ⅴ)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업(군)·산업(군) 특정성 판단 기준 신
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
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
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행위
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
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고 있으며 통
보의무 불이행국에게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안,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과 적절성,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며, 무역
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요소들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ⅰ) 공공기관
판단기준 신설, (ⅱ)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ⅲ)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
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ⅳ)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ⅴ) 비시장

지향조건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ⅵ) 투명성 관련 개정 가능성을 두고 한
국의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내
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WTO 보
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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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배경
가. 국영기업·산업보조금의 현황 및 문제점
오늘날 국영기업(SOEs: State-owned enterprises)은 금융, 제조업, 금속,
채광, 석유, 전기, 가스, 운송, 유통, 통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관여되어 있으
며,1) 국내시장을 넘어 전 세계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에서 주요 행위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자국의 영토 내에서만 국영기업의 상업활동
이 이루어졌으나, 국영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상품·서비스 무역에 종사하거나
해외투자의 주체로서 활동하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2)
문제는 이들 국영기업 중 다수가 정부로부터 규제완화나 재정적 특혜 등 다
양한 유형의 상업적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국영기업은 정부로
부터 재정지원, 저리대출, 대출보증, 규제완화, 경쟁법이나 파산법의 적용면제
등 다양한 유형의 특혜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영기업은 민간기업과
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선점하게 된다.3) 또한 상업적 고려에 따르지
않고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국영기업의 활동은 국제무역 흐름을 왜곡하고,4)
국영기업을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경우 교역상대국에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5) 성과나 효율성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당 기업을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혜택을 받는

1) Anderson et al.(2018), p. 50.
2) Büge et al.(2013), p. 4(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10); USTR, TPP Chapter Summary –
State-Owned Enterprises(SOEs), p. 4(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0).
3) Kowalski et al.(2013); Anderson et al.(2018), p. 50.
4) Anderson et al.(2018), p. 11;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Re: Submissio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on “United States빲Mexico빲Canada Agreement (USMCA):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Investigation No. TPA-105-003, 2018, p. 3;
Government of Canada, “What does the CPTPP mean for state-owned enterprises?”(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0).
5) Anderson et al.(2018),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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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고,6) 개발도상국의 경우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 중 대다수가
경제발전 정책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7) 등이 지적된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국영기업이 상업적 이윤 창출 목표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8) 이처럼 국영기업 활동에의 정부개입이 문
제됨에 따라 관련 국제무역규범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9) 예를 들어 2016년 12월 발표된 「글로벌 경쟁자로서의 국영기업」 보고
서에서 OECD는 국영기업이 민간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고, 국
영기업의 운영 및 의사결정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으며,10) 보조금, 특혜금융, 특혜적인 정보제공, 독점 허용 등 다양한 불공정
경쟁우위가 국영기업에 제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11) 동일선상에서, 핵심산
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전략적 목적에서 국가들이 자국 산업에
공여하는 ‘산업보조금(industrial subsidy)’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 정부 차원의 경제개입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가운
데,12) 자국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국영기업을 통해’ 대규모 산업
보조금을 공여하는 경우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간접보조금으로 인해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무역흐름
왜곡과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이른
바 ‘좀비기업(zombie enterprises)’에 과도한 정부투자와 산업보조금이 공여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영업손실을 입고 있는 국영기업이 보조금
을 지원받아 운영을 지속할 경우, 국제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
다.13) 이와 같이 정부지원과 보조금, 다수의 국영기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6)
7)
8)
9)

Capobianco and Christiansen(2011), p. 3.
Anderson et al.(2018), p. 51.
Yingying Wu(2019), p. 13.
OECD(2019a), p. 6; USTR, TPP Chapter Summary–State-Owned Enterprises(SOEs), p. 4(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0).
10) OECD(2016), p. 27.
11) Ibid., pp. 28-30.
12) Trade Policy Review Body, Trade Policy Review – Report by the Secretariat – China – Revision,
WT/TPR/S/375/Rev.1, 14 September 2018, p. 12, para.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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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는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문제는 다자통상체제의 대표격인 WTO 협정이 중국의 경제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 문제를 실효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국영기업과
산업보조금 관련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기에는 현행 WTO 협정에 한계가 있다.
국영기업은 정부지원의 제공자이자 동시에 수혜자일 수 있다. 국영기업이 다른
국영기업에게 시장가격 미만으로 상품(투입재 등)을 제공하거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국영기업은 보조금의 공여주체에 해당된다.

표 1-1. 보조금 공여주체 또는 수혜대상으로서의 국영기업
국영기업

1

보조금 수혜대상인
경우 (직접보조금)

보조금의 양태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

2

보조금 공여주체인
경우 (국영기업을 통한

보조금 공여

국영기업
(SOEs)

(지시·위임)

국영기업
(SOEs)

간접보조금)

보조금 공여

국영기업
(SOEs)

민간기업
(POEs)

자료: 저자 작성.

이 경우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 공여 주체로서의 ‘공공기관’ 개념에 국
영기업이 해당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나, ‘공공기관’에 관한 상소기구의 해석을
두고 WTO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취한
모호한 접근법으로 인해 국영기업 보조금 공여로 인한 경쟁왜곡 문제가 WTO
보조금협정에서 실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회원국들이 동 협정에 따
른 보조금 통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중
13) Qin(2004), pp. 8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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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와 국영기업 간의 유동적 관계로 인해 정부지원의 유형이나 규모를 정확
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14)
미국은 현행 WTO 협정이 비시장경제국(특히 중국)의 관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통보의무를 WTO
회원국들이 불이행해온 관행을 지적하고, 국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가 철강이
나 알루미늄 등의 과잉생산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의 경제체제를 “국제무역체제에의 전
례 없는 위협”으로 규명하고, 현행 WTO 협정이 시장경제가 국제무역에서 우
위를 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데니스 시어 미국 제네바대표부 통상담당 대사도 중국의 국영기업이
‘중국 정부의 수족(arms of the Chinese state)’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하
면서,15) 2018년 7월 26일 WTO 일반이사회 정례회의에서는 “WTO가 국제
무역체제에 지속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나 “현행
WTO 체제는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였
다.16) OECD가 2016년 「글로벌 경쟁자로서의 국영기업」 보고서에서 정부와
기업의 무역왜곡행위에 적용되는 다자무역규범에 공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였다고 생각된다.
OECD는 국영기업에 의해 공여되거나 국영기업에 공여된 보조금에 적용되는
WTO 규칙이 1순위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17)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WTO를 통한 다자적 채널보다는 주로 자국 국내법
에 근거하여 중국의 국가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 문제에 대응해왔다. (ⅰ) 미-

14) OECD(2019a), pp. 6-7. 또한 유사한 예로, WTO 사무국이 발표한 2018년 중국의 무역정책검토 당시
WTO 사무국은 중국정부가 자국 국영기업에 대한 공적지원에 관해 어떠한 정보도 사무국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Trade Policy Review Body, Trade Policy Review - Report by the Secretariat –
China – Revision, WT/TPR/S/375/Rev.1, 14 September 2018, p. 12, para. 24.
15) “Trump nominates China critic as deputy U.S. trade representative”(2017. 7. 12).
16) U.S. Ambassador Dennis Shea(2018), https://geneva.usmission.gov/2018/07/27/55299/(최종 검색
일: 2019. 11. 6).
17) OECD(201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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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무역갈등 및 보복관세, (ⅱ) 1930년 관세법상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불인정,18) (ⅲ) USMCA에 포함된 비시장경제국 관련 조항,19) (ⅳ) 2015
년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관한 미국의 1930
년 관세법 개정 및 ‘중대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20) 개념을 도입한 유
럽연합의 2017년 12월 기본 반덤핑규정 개정21)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8) Seamless Refined Copper Pipe and Tub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Results and Partial Rescission of Administrative Review, 2012-2013, 79 FR 71089 (December
1, 2014); Seamless Refined Copper Pipe and Tub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12-2013, 80 FR 32087 (June 5, 2015);
Notice of Final Determination of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and Affirmative Critical
Circumstances, In Part: Certain Lined Paper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71
FR 53079 (September 8, 2006); Final Determination of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Certain
Paper Clip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59 FR 51168 (October 7, 1994); Final
Determination of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and Affirmative Critical Circumstances, In Part:
Certain Lined Paper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71 FR 53079 (September 8,
2006); U.S. Department of Commerce, China’s Status as a Non-Market Economy, A-570-053
Investigation, Public Document E&C VI: MJH/TB (October 26, 2017), p. 8에서 재인용.
19) USMCA에는 협정 당사국들이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일부 ‘견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비시장경제국이라 함은 (ⅰ) USMCA 당사국 중 한 당사국이라도 자국 무역구제법에 따
라 비시장경제로 지정하였으며 (ⅱ) USMCA 당사국들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한다(제32.10조 제
1항). USMCA의 한 당사국이 비시장경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협상 개시 적어도 3개월 전에 다른
당사국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USMCA 제32.10조 제2항). 이 당사국은 비시장경제국과의 자유무
역협정 서명 30일 이전에 다른 당사국들에게 협정 전문(full text)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제32.10조
제4항), 해당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할 경우 다른 두 당사국은 USMCA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제32.10조 제
5항). 종료는 종료 고지 후 6개월 뒤 발효하며, USMCA는 나머지 두 당사국 사이의 양자협정으로 대체된다
(제32.10조 제5항). 그렇다 하여 양자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USMCA가 두 당사국 사이에만
적용되게 된다. 단, 두 당사국이 양자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규정은 그렇지 아니하다(제32.10조 제6
항).
20) EU Basic Anti-dumping Regulation 제2조 제6a항.
21) EU의 기본 반덤핑규정(Basic Anti-dumping Regulation) 및 개정 규정은 각각 다음과 같음. (ⅰ) 기본 반덤
핑규정(Codified version): 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
32016R1036&from=EN(최종 검색일: 2019. 12. 20); (ⅱ) 개정 규정: REGULATION (EU) 2017/23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7 amending
Regulation (EU) 2016/103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Regulation (EU) 2016/1037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
TXT/PDF/?uri=CELEX:32017R2321&from=EN(최종 검색일: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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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영기업·산업보조금에 대한 WTO 개혁 논의
‘WTO 개혁(WTO Reform)’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2017년 7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의 제안을 통해서였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은 2017년
12월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1차 WTO 각료회의를 시
작으로 WTO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WTO 개혁의 주제로는 분쟁해결제
도, 국영기업 및 산업보조금으로 인한 공급과잉, 농업보조금 통보, 기술의 강제
이전, 디지털 경제 등이 주로 논의되어왔다.
특히 국영기업 및 산업보조금에 관하여,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
유럽연합·일본은 국영기업의 활동이 국제무역의 정상적인 기능에 미치는 영향
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조건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3개 회원국은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시하여, 보
조금 규범에 관련된 WTO 체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3개 회원국은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비시장지향적 정책·관행에 우려를 공유하고, 비시장경제 문
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투자규범과 WTO 개혁의 필
요성을 강조한다.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영기업 및 산업보조금으로 인한 공급과잉에
관한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개혁 논의는 제1차 공동성명(’17. 12. 12),22)
공동확인서(’18. 3. 10),23) 제2차 공동성명 및 공동 작업제안서(’18. 5. 31),24)
제3차 공동성명(’18. 9. 25),25) 제4차 공동성명(’19. 1. 9),26) 제5차 공동성명
22) USTR 온라인 보도자료(2017. 12. 12, 최종 검색일: 2019. 12. 30).
23) Joint Readout from Meeting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in Brussels,
March 10, 2018(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24)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May 31, 2018(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25)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September 25, 2018(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26)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9 January 2019(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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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 23)27)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유럽연합·일본은 신
흥개발도상회원국들이 산업보조금에 관한 현행 WTO 규범의 적용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규율 내용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논의내용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중국의 국영
기업과 산업보조금 문제를 중점에 두고 개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유럽연합·일본에 의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는 2020년 중에 본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소규모로 협상을 진행
하고 개정안의 내용이 충분히 구체화된 이후에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대만 등28) 개정 논의에 참여의사가 있는 다른 WTO 회원국
들에게 협상을 개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표 1-2. 국영기업·산업보조금 관련 WTO 개혁 논의 일지(2019. 12. 기준)
일자

문서·회의

1

’17. 12. 12.

제1차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

2

’18. 3. 10.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확인서

3

’18. 5. 31.

제2차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 및 공동작업제안서

4

’18. 7. 13.

중국의 WTO 무역정책검토회의

5

’18. 9. 25.

제3차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

6

’19. 1. 9.

제4차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

7

’19. 4. 9.

중국·유럽연합 공동성명

8

’19. 4. 3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 정례회의

9

’19. 5. 13.

중국의 WTO 개혁 제안서 제출

10

’19. 5. 23.

제5차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

11

’19. 6. 25.

유럽연합빲중국 고위급 경제대화

자료: 저자 작성. 공동성명서 및 공동확인서 원문은 [부록 2]를 참조.

27)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May 23, 2019, p. 1(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28) “U.S., EU, Japan Push for Pact to Rein in China’s State Subsidies”(2019. 5. 20), https://www.
bloomberg.com/news/articles/2019-05-20/u-s-eu-japan-push-for-pact-to-rein-in-china-s-statesubsidies(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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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제5차 공동성명에서 따르면, 아직 문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 초안 작업에 일정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9)
개정안에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엄격한 규율을 필요로
하는 ‘유해 보조금(harmful subsidies)’을 식별·규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미국·유럽연합·일본은 비시장적 조건으로 제공된 혜
택과 국영기업의 비시장적 행위가 시장왜곡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면서30) ‘시장
지향적 조건(market-oriented conditions)’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31) 3개 회원국은 이 문제에 관해 다른 WTO 회원국들의 지
지를 얻기 위한 아웃리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32)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2001년 도하라운드 출범 이래 성공하지 못했던,
WTO 체제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라는 평가33)가 있다. 위 협
상은 수년이 걸릴 수 있겠으나, 합의가 도출될 경우 향후 WTO 다자통상체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미국·유럽연합·일
본의 3자 논의는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정책만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3개 회원국의 공동개정안이 공식 발표된 이후부터는 WTO 차
원의 다자적인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논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앞서 법적·경제적 측
면의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다자 차원에서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
은 중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보조금 지원정책에도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
인다.

29)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May 23, 2019, p. 1(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30) Ibid.
31) Ibid.
32) Ibid.
33) “U.S., EU, Japan Push for Pact to Rein in China’s State Subsidies”(2019. 5. 20), https://www.
bloomberg.com/news/articles/2019-05-20/u-s-eu-japan-push-for-pact-to-rein-in-china-s-statesubsidies(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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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첫째,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에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과 미국, 중국 등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의 입장 및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 비교를 통해 미국·유럽연
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해보고
자 한다. 둘째, 위 3개 회원국은 개정안 발표 후 개정 논의를 WTO 차원에서 본
격화하기 위해 후속 협상에 다른 회원국들의 참여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한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유럽연합·일본으로부터 아웃리치가 있을 경
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제2장 국영기업 관련 개정 논의

제3장 유해보조금 관련 개정 논의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

GATT 제17조 및 관련 문서
WTO 보조금협정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CPTPP
USMCA

상류보조금
금지보조금의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규정 재도입
혜택 산정 기준의 구체화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기준 신설

WTO 보조금협정 통보
의무 및 이행현황
중국의 보조금 통보와 미국의
문제 제기
WTO 통보 개정안 검토
(행정조치, 역통보, 무역정책
검토(TPR)에서의 통보 불이행
검토)

제5장 결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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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네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 및 국영기업의 국제적인 상업 활동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국영기업 관련 규범이 WTO 협정부터
CPTPP, USMCA 등 최근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
해왔는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우선 현행 WTO 협정에서 국영기
업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GATT 제17조와 WTO 보조금협정을 중심으
로 살펴본다. 특히 중국의 국영기업을 WTO 보조금협정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국영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암묵적인 보조금 공여를 규율하는 데
현행 WTO 규범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나아가 중국의 WTO 가
입의정서에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 및 보조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WTO-plus) 의무가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다자무역규범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무역협정에서 국영기업 규범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
되어왔는지를 CPTPP 제17장과 USMCA 제22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WTO
협정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 지역무역규범에 포함된 ‘WTO plus’ 내지는 ‘WTO
extra’ 요소를 식별하고, WTO 개혁 논의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나아
가 총 5차례의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에 근거하여 국영기업의
판단기준에 관해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개정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제안될
것인지 예측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 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즉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한다. 특히 (ⅰ) 상
류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 (ⅱ) 금지보조금 범주의 확대, (ⅲ)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의 재도입, (ⅳ) 혜택의 산정 기준의 구체화, (ⅴ) 특정성
규정의 개정가능성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다룬다. 현재 보
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
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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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지속적
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투명성 확보 및 통보의무이행률 제고를 위
해 현재 제출되고 있는 다수의 WTO 개정안의 내용을 살피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WTO 개혁
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에의 정책·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아울
러 WTO 협정의 공식 개정을 위해서는 164개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요
하는 현 관행에서 일부 국가들이 협정 개정을 반대할 경우, 어떠한 차선책이 현
실적으로 가능할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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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 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1. 배경
가. 전 세계 국영기업 현황
국영기업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업적 실체로서,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통해 수익의 대다수를 얻는 상업기업을 의미한다.34) ‘정부에 의한 소
유’는 다수지분, 경영, 그 밖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다
수주주가 아니더라도, 황금주(golden share)와 같이 소수지분을 보유하거나
법률상 구체적인 권한위임을 통해 기업을 ‘사실상 통제’할 수도 있다.35) 일부
국영기업의 경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나, 대다수는 민간기업과의 경쟁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6)

표 2-1. 전 세계 10대 기업 중 국영기업의 수
연도
국영
기업 수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1

1

1

0

0

3

4

3

5

중국

미국

미국

-

-

중국

중국

중국

국영
기업의
국적

중국(3),
미국(1)

자료: Yingying Wu(2019), p. 3.

또한 국영기업의 수와는 별개로, 기업 규모에 비추어보아도 국영기업이 전
세계 경제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150개 상장기업 중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국가별 국
34) “[G]overnment owned or government controlled economic entities that generate the bulk of their
revenues from selling goods and services.” Shirley(1996), p. 263.
35) Musacchio and Lazzarini(2012), p. 14. See also Büge et al.(2013), https://voxeu.org/article/state-o
wned-enterprises-global-economy-reason-concern(최종 검색일: 2019. 12. 10).
36) Government of Canada, “What does the CPTPP mean for state-owned enterprises?”(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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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이고 다음이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인도
네시아 순이다. 국가별 국영기업 비중이 높은 10대 국가 중 7개 국가가 개발도상
국이다.37) 또한 예를 들어, CPTPP 당사국 중에서도 베트남, 뉴질랜드, 싱가포
르, 칠레 등은 국영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국영기업은 주
로 비시장경제(NMEs: Non-Market Economies) 국가와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으나, 반드시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시장경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보인다.38)

나. 중국의 국영기업 현황
중국정부의 경제 개입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2015년 제출된 중국정부의
통보에 의하면 곡물, 설탕, 담배, 쌀, 옥수수, 목화, 석탄, 원유, 가공유, 화학비
료, 텅스텐, 은(銀), 차(茶), 실크, 안티몬에 대해 국영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요 산업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
2018년 7월 WTO 무역정책검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100대 상장기업 중 1
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다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주요 기
간산업 및 혁신성장 산업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39)
중국의 국영기업은 (ⅰ) 중앙 국영기업, (ⅱ) 지방 국영기업, (ⅲ) 국영 투자기
관인 중앙후이진투자주식회사40)가 통제하는 국유 금융기관, (ⅳ) 그 외 재무부
관리 기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중앙 및 지방 국영기업의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41)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중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국
37) Kowalski et al.(2013), p. 30.
38) Yingying Wu(2019), p. 5; Matsushita and Lim(2019), p. 4.
39) 다만 국영기업에 공적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정보는 중국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Trade Policy Review Body, Trade Policy Review - Report By The Secretariat – China –
Revision, WT/TPR/S/375/Rev.1, 14 September 2018, p. 12, para. 24.
40) 중앙후이진투자주식회사(Central Huijin Investment Co., Ltd)는 중국정부 소유 기업이다. Zhang(2019),
(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2).
41)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는 중국 국무원 산하 특별위원회이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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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업에는 일부 금융회사, 중앙 행정기관 부속 기업, 재무부와 재정관계를 가
지고 있는 국영기업 등이 있다.42) 2019년 현재 중국의 중앙 국영기업 수는 96
개이다.43)
2006~16년 중국통계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부문에서 중국
국영기업의 수는 2005년 10%에서 2015년 5%로, 산업 총자산 중 국영기업의
자산 비율은 48.1%에서 38.8%로 감소했으며, 전체 고용에 대한 국영기업의
기여도도 27.2%에서 1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4) 그러나 중국 전체
GDP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이는 선진국의 GDP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훨씬 초과한다.45)

그림 2-1. 중국의 총 기업에서의 국영기업 비중
(단위: %)

60
50
40

총자산

30
주요 사업 수익
평균 고용

20
10
0

기업의 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University of Alberta China Institute(2018), p. 4, Figure 3(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2).

42)
43)
44)
45)

Ibid.
SASAC(2019), (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2).
University of Alberta China Institute(2018), p. 3(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2).
OECD 회원국에서 국영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이다. World Bank Group(2018), p. 4(온라
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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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살펴보면 핵심 전략산업에서 국영기업의 비중이 상당하다. 식품·
섬유 제조 산업 등의 경우 국영기업의 비중이 크지 않으나, 석탄 및 석유 채굴,
전력 생산 및 공급 등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국영기업의 자산 비중이 상당하
며 자동차, 통신, 화학제품제조 부문에도 일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46)

표 2-2. 주요 산업에서의 국영기업 비중
(단위: %)

기업 수

총자산

주요 사업 수익 연간 평균 고용

석탄 채굴 및 세척

15.8

74

58.4

72.4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58.9

94.5

83.7

97.4

식품 제조

3.5

7.6

5.2

6.4

담배 제조

79.7

98.8

99.3

96.2

섬유 제조

1

4.6

2.2

3.5

석유, 코크스 가공 & 원자력 원료

11.1

51.2

59.4

48.5

화학제품 제조

4.6

27.8

14.9

17.7

운송장비 제조

6.6

48.7

41

30

통신장비 제조

4.2

17.5

8.8

7.7

전력 생산 및 공급

63.1

89.4

90.8

88.6

자료: University of Alberta China Institute(2018), p. 5, Table 1(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2).

다. 중국 국영기업이 야기하는 무역왜곡효과 및 주요국의 대응
앞서 살펴보았듯 국영기업이 중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영기업 논의의 중심에 중국이 놓여 있는 데에는,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국가부문의 규모47)와 복잡한 구조, 투명성

46) University of Alberta China Institute(2018), p. 5(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2).
47) 포춘 글로벌 기업 순위 500위권에 드는 중국의 기업은 2013년 85개에서 2017년 109개로 늘었다. 여기에는
48개의 중앙 국영기업, 18개의 지방 국영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Zhou, Gao, and Bai(2019), p.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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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가 이유일 것이다. 또한 중국이 특유의 경제구조를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국 국영
기업은 외국 경쟁기업의 중국으로의 시장접근을 제약하고 외국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보통 중국
정부의 보조금 공여를 통해 가능해진다. 중국이 자국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
고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중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다. 교역상대국들의 다국적기업과 중국
의 국영기업이 국제시장과 중국 국내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48)
이에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국내기업들은 자국 정부가 중국산 상품에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의 공급과잉이 야기하는 무역
왜곡효과를 상쇄시켜줄 것을 요청해왔다.49) WTO 보조금협정은 한 회원국의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에게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경우 그러한 효과를 상쇄하
기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0)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산 상
품에 상계관세가 부과된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계관세가 부
과된 중국 보조금 중 대다수가 중국정부가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직접 공여하
였거나 국영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여한 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협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은 상계조치 관
련 법안과 조치에 대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특
히 WTO 회원국은 반년마다 모든 상계조치를 통보하여야 하며 임시 상계조치
및 최종 상계조치가 있을 때도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다.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3년간의 통보국별 상계조사 개시 및 상계조치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이 상계조사를 개시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캐

48) Chen and Whalley(2014), p. 12.
49) USTR, 201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86(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1).
50) WTO 보조금협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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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인도, 호주, 유럽연합 순으로 상계관세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의 상계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상계조사
및 상계관세 부과 건수는 반덤핑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건수에 비해 한정적
이다. 기업 수준의 조사를 통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로 덤핑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반덤핑조사와 달리, 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당국은 기업 수준
의 조사51)뿐 아니라 수출국 중앙·지방 정부 차원의 보조금 제도 및 정책52)을
파악·분석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보력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상계조사대상의 산업별 분류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금속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7%, 46%, 41%로, 가장 많은
상계조사가 이루어져왔다. 1~3기 기간을 합쳐서 전체 125건의 상계조사 중
56건이 금속산업에 대해서였으며 그중 45건이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한다.53)
미국의 총 45건의 조사 중 24건이 철강제품에 대한 것이며, 전 세계 45건의 철
강 관련 상계조사 중 25건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대한 조사이다.54)
이에 따라 미국이 주로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 분야의 보조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가장 빈번하게 상계관세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 조사기간(’16. 7월~’19. 6월) 동안 피조사국 중 43%
를 차지하였다.55) 인도(12%), 터키(6%)가 뒤를 잇고 있다.56)

51) 조사당국은 상계관세액 확정을 위해 조사대상기업의 수혜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52) 조사당국은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및 제2조에 따라, ‘특정적’인 ‘보조금’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
즉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제1조 제1항), 해당 보조금의 수혜조건이 관련 법
률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제2조 제1항 제(b)호), 해당 보조금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특정
기업·산업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제2조 제1항 제(c)호) 등을 조사당국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공
여국 정부 차원의 보조금 제도, 정책, 운영에 대한 정보가 요구될 것이다.
53) Trade Policy Review Body,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 Annual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WT/TPR/OV/22, 29 November 2019, para. 3.37.
54) Ibid.
55) Ibid., para. 3.39.
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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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보고국별 상계조사 개시/조치 부과 현황
조사 개시
조사국
미국

1기

2기

조치 부과
3기

계

조치국

19

26

18

캐나다

6

10

0

인도

0

1

9

호주

5

2

1

8 유럽연합

유럽연합

0

3

4

대만

0

5

중국

1

뉴질랜드

1기

3기

계

21

15

18

54

16 캐나다

2

1

5

8

10 호주

3

1

1

5

1

0

3

4

7 브라질

0

1

1

2

0

5 중국

1

1

0

2

1

2

4 인도

0

1

1

2

1

2

0

3 페루

0

0

1

1

브라질

1

1

0

2 멕시코

이집트

2

0

0

2 총합

페루

1

0

1

2

터키

0

1

0

1

우크라이나

0

0

1

1

콜롬비아

0

0

1

1

36

52

37

125

총합

63 미국

2기

0

0

0

0

28

20

30

78

주: 1기(’16. 7월~’17. 6월), 2기(’17. 7월~’18. 6월), 3기(’18. 7월~’19. 6월), 계(’16. 7월~’19. 6월)
자료: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저자가 기간별 수치 합산하고 순위를 산정. WT/TPR/OV/22, Table
3.10(조사개시), p. 39 및 Table 3.11(조치 부과), p. 40.

표 2-4. 산업별 상계조사 개시 현황
1기(’16. 7월~’17. 6월)

2기(’17. 7월~’18. 6월)

3기(’18. 7월~’19. 6월)

1위

금속(47%)

금속(46%)

금속(41%)

2위

화학제품(33%)

플라스틱(23%)

유리/석재(11%)

3위

기타(8%)

기타(17%)

기타(8%)

4위

섬유(6%)

화학제품(8%)

화학제품(8%)

자료: Trade Policy Review Body,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 Annual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WT/TPR/OV/22, 29 November
2019, p. 40, Chart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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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WTO 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WTO 협정은 회원국들이 시장경제국이라는 전제하에 고안된 것이므로, 동
협정은 회원국이 국영기업을 설립·유지하는 행위를 달리 금지하고 있지 않다.
(ⅰ) 국영무역기업의 수출입활동, (ⅱ) 회원국 정부가 국영기업에 또는 국영기
업을 통해 보조금을 공여하는 경우만이 규율될 뿐이다. 전자는 GATT 제17조,
제17조에 대한 해석주,57)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이하 ‘제17조 해
석양해’)58)를 통해, 후자는 GATT 제6조·제16조, WTO 보조금협정59)의 적용
을 받는다.

가. GATT 제17조
WTO 출범 이전의 GATT 1947은 국영기업에 관한 다자규범을 둔 최초의
다자통상협정이다. 동 협정은 ‘국영무역기업(STEs: State Trading Enterprises)’
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GATT는 국가들이 국제무역에 참여하여 민간기업
들과 경쟁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단 그러한 무역활동에 있어 각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이 설립한 기업을 민간기업으로 위장
해서 GATT상의 주요 의무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60)
GATT 제17조는 회원국이 국영무역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여하한 기
업에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을 제공하는 경우, 해

57)
58)
59)
60)

GATT Ad Article XVII.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VII of the GATT 1994.
WTO 보조금협정은 GATT 제6조(상계관세 관련)와 제16조(보조금 관련)를 구체화한 WTO 부속협정이다.
Canada – Wheat Exports and Grain Import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제17조 제1항 제(a)호를 WTO 회원국
들이 국영무역기업을 통해 차별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GATT상의 의무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우회방지(anti-circumvention)’ 규정이라고 설명하였다.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Wheat
Exports and Grain Imports, para.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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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업은 수출입에 있어 비차별대우 원칙61)과 상업적 고려 원칙62)에 따라 행
동하고, 국영무역 활동에 경쟁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63) 등을 규정하였다.

1) 적용범위
가) 제17조 자체 문언에 근거할 경우
제17조의 실체적 의무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영무역기업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국가기업’, ‘기업’64)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를 달리 정의하고 있지는 않아 국영무역기업의 의미
와 범위가 일부 불분명하다.
“국영무역기업”을 제목으로 하는 제17조에 (ⅰ) “소재지 여하를 불문하고 국
가기업(State enterprise)”,65) (ⅱ)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exclusive or
special privileges)을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부여”받은 기업,66) (ⅲ) “수입
독점(import monopoly)”67)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들 세 개 유형은 제17조의 의미에서 국영무역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68) “국가기업”에는 국가가 완전히 소유하거나 대부분 소유하는 기업, 국
가가 통제하는 기업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일반적인 의미에 비추
어, 국가기업은 “구매 또는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69) 실체를 의
미할 것이다.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을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부여”받은
기업에는 국가기업만이 아니라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민간’기업까지도 포
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수입독점권을 부여받는 경우도 제17조가
61)
62)
63)
64)
65)
66)
67)
68)
69)

GATT 제17조 제1항 제(a)호.
GATT 제17조 제1항 제(b)호 전반부.
GATT 제17조 제1항 제(b)호 후반부.
제17조 원문의 표현은 각각 “state trading enterprises”, “state enterprises”, “enterprises”이다.
GATT 제17조 제1항 제(a)호.
Ibid.
GATT 제17조 제4항 제(b)호.
Hestermeyer, Wolfrum, and Stoll eds.(2010), p. 391.
“has the power to buy or sell”. Panel on Subsidies and State Trading, Final Report on State
Trading, L/1146, 11 March 1960, para.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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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것이다. “특별한 특권”에는 일반적으로 공여되지 않고 특정 기업에만
공여된 보조금이나 그 밖의 혜택이, “배타적 특권”에는 특정 상품을 생산, 수출
또는 수입할 독점권이 포함될 수 있다.70)

나) 제17조 해석양해에 기초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채택된 「제17조 해석양해」에서는 국영무역기업
을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이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하여 수출 또
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
부 기업”71)이라고 정의하였다.
제17조 해석양해를 통해 다음이 분명해졌다. 첫째, 위 정의는 국영무역기업
의 범위를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을 부여받은 기업으로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영무역기업은 정부기업일 수 있고 민간기업일 수도 있
으나,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둘째, GATT
제17조는 무역왜곡효과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국영무역기업에 적용되었던 반
면, 동 양해는 해당 기업의 활동이 무역제한적인 경우에만 국영무역기업에 해
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72) 셋째, 회원국에 의해 설립된, 구입 또는 판매
에 관여되어 있는 유통위원회(marketing boards)가 제17조의 적용대상임이
분명해졌다. 넷째,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 개념에는 법적 또는 헌
법적 권한이 포함된다. 일례로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여

70) 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 (GATT),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 Note
By the Secretariat, MTN.GNG/NG7/W/13, 11 August 1987, para. 13. 따라서 배타적 특권 개념과 제
17조 제4항의 ‘수입독점’ 개념은 일부 중첩된다.
71)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1항. 관련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enterprises, including marketing boards, which have been granted exclusive or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including statutory or constitutional powers, in the exercise of which
they influence through their purchases or sales the level or direction of imports or exports.”(밑
줄첨가)
72) Haywood(2016), The Treatment of State Enterprises in the WTO &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Emerging Issues Briefing Note (3),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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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해당될 것이다.73)
다만, (ⅰ) 동 양해는 비공식 실무 정의에 불과하다는 점,74) (ⅱ) ‘배타적 또
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가 동 양해에 포함되지 않았다
는 점, (ⅲ)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influence)’이라
는 요건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여전
히 한계가 있다.

다) ‘제17조 국영무역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 및 국영무역기업이 종사하는 활동
유형에 관한 예시목록’에 기초할 경우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75) 국영무역기업 작업반에서 작성하고 1999년 10월
15일에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채택된 「제17조 국영무역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
및 국영무역기업이 종사하는 활동 유형에 관한 예시목록」76)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시목록은 국영무역기업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
양한 유형의 정부-기업 및 기업활동 간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이 목록에 따라,
국영무역기업은 (ⅰ) 정부에 의한 권한·특권 허여를 통해 정부와 일정한 관련
성을 가지고, (ⅱ) 수출입 수준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
업77)이라 볼 수 있다. 단 어디까지나 ‘예시’목록이므로, 국영무역기업의 의미
73) Panel on Subsidies and State Trading, Final Report on State Trading, L/1146, 11 March 1960,
para. 20.
74) 위 작업정의를 포함하여,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는 제17조에 규정된 실질적인 규율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동 양해 전문 참고.
75) Working Party on State Trading Enterprises, Illustrative List of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s
and State Trading Enterprises and the Kinds of Activities Engaged in by these Enterprises,
G/STR/4, 30 July 1999, para. 4: “This list in no way affec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Understanding and under Article XVII of GATT 1994 and its Interpretative Notes.”
76) An illustrative list showing the kinds of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s and enterprises, and
the kinds of activities, engaged in by these enterprises, which may be relevant for the purpose
of Article XVII, G/C/M/41. 최종 채택된 예시목록은 Working Party on State Trading Enterprises,
Working Party on State Trading Enterprises - Illustrative List of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s and State Trading Enterprises and the Kinds of Activities Engaged in by these
Enterprises, G/STR/4, 30 July 1999 참고.
77) Working Party on State Trading Enterprises, Illustrative List of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s
and State Trading Enterprises and the Kinds of Activities Engaged in by these Enterprises,
G/STR/4, 30 July 1999, para. 6: “Thus, a notifiable state trading enterprise has a relationship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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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범위는 여전히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GATT 판정례의 입장
과거 GATT 1947 당시, 일부 패널에서 제17조 ‘국영무역기업’의 의미가 다
루어졌던 바 있다. 첫째, Korea 빲 Beef (US) 사건 패널은 우리나라 축산물유
통사업단이 제17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개선
을 돕고 쇠고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부과한 수
량제한조치에 더하여, 축산물유통사업단에 “유일한 쇠고기 수입업자로서의 배
타적인 특권이 공여”되었다는 판단에서였다.78) 이 입장을 따를 경우, 제17조
제4항 제(b)호에 규정된 ‘수입독점’은 제17조 제1항 제(a)호의 적용범위에도
포함된다고 보인다.79)
둘째, Spain 빲 Soyabean Oil 사건 패널은 스페인의 ‘공급 및 유통을 위한
일반위원사무소(Office of the Commissioner General for Supply and
Transport)’가 제17조상의 국영무역기업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비록 동 사무
소가 특히 식물성 유지의 마케팅 및 통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능이 ‘배타적 또는 특별한 ... 특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동 사무소가 발생시킨 ‘구매 또는 판매’는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이 아니
라는 이유에서였다.80) 이 입장을 따를 경우, 해당 기업이 동 조 제1항 제(a)호의
“수입 또는 수출을 수반하는 구매 또는 판매” 활동을 하는지가 제17조 적용 여
부 결정에 중요하며 수출입 기업만이 동 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81)

78)
79)
80)
81)

the government through the latter's granting of a right or privilege and conducts an activity
which influences the level or direction of imports or exports. [...]”(밑줄첨가)
GATT Panel Report, Korea - Beef(US), paras. 114. 또한 ibid., para. 22 참고.
Hestermeyer, Wolfrum, and Stoll eds.(2010), p. 392.
GATT Panel Report, Spain - Soyabean Oil, para. 4.9.
한편 이러한 해석은 국영‘무역’기업에서의 ‘무역(trade)’ 개념과도 합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는 다음을 참고.
Hestermeyer, Wolfrum, and Stoll eds.(2010), p.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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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적·절차적 의무
가) 비차별의무
제17조 제1항 제(a)호는 국영무역기업에게 비차별대우 의무를 부과한다. 즉
국영무역기업은 “민간무역업자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조
치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비차별대우의 일반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행
동”해야 한다. 동 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Canada 빲 Wheat Exports and
Grain Imports 사건 패널은 제17조 제1항 제(a)호가 GATT 제1조 제1항 최혜
국대우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라 보았으며,82) Korea 빲 Various Measures on
Beef 사건 패널도 쇠고기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국영무역기업이던 우리나라 축
산물유통사업단(LPMO)에 관해 검토하면서83) 제17조 제1항 제(a)호의 비차별
의무에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의무와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의무가 포
함된다고 보았다.84) 두 사건 모두에서, 비차별의무의 범위에 관한 패널 판단에
대해서는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영무역기업은 수입 또는 수출에
수반하는 상품매매에 있어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모두를 준수해야 한다.85)

나) 상업적 고려 의무
제17조 제1항 제(b)호의 전반부는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수입 또는 수출에
수반하는 상품 매매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 의무와 관련하여 첫
째, 제17조에 대한 해석주 제1항 3문은 국영기업들이 “상이한 시장들에서 상
품의 판매에 상이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

82) Panel Report, Canada 빲 Wheat Exports and Grain Imports, para. 6.48.
83) Panel Report, Korea 빲 Various Measures on Beef, para. 15.
84) Ibid., para. 753. 단 제17조 제1항은 국영기업이 “수입 또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국내
판매’에 관련된 조치(GATT 제III조)에 적용되면 안 된다는 반대 입장으로는 다음을 참고. Pogoretskyy(2011),
Selivanova ed., p. 197.
85) 단 동 의무는 정부조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ATT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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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단 그러한 “상이한 가격은 상업적인 이유에서, 수출시장의 수요와 공급
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어야 한다.86) 따라서 상업적 고려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모든 측면에 있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판매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윤극대화에 반하는 행위의 경
우 상업적 고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매출액 극대화나 저가판매는
그 자체로는 상업적 고려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87) 둘째, 구속
성차관(tied loan)88)을 받는 국가의 경우 해외에서 필요물자를 구매할 때 그러
한 차관을 “상업적 고려”로서 고려할 수 있다.89)

다) 관습적인 영업관행에 따른 충분한 경쟁기회 제공 의무
제17조 제1항 제(b)호의 후반부는 국영무역기업이 다른 회원국의 기업에게
“관습적인 영업관행(customary business practice)에 따라 이러한 구매 또
는 판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규정
한다. 다만 국영무역기업이 ‘활동 전반에 걸쳐’ 상업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17조 제1항 제(b)호에 따른 의무를 경쟁법과 유사한 포
괄적 의무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90)

라) 자국 관할지역 내 모든 기업들이 비차별대우 원칙 및 상업적 고려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무
제17조 제1항 제(c)호는 WTO 회원국이 자신의 관할지역 내에 있는 모든 기
업들(국영무역기업 여부 불문)이 동 항 제(a)호와 제(b)호의 원칙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즉 회원국은 자국 내

86)
87)
88)
89)
90)

GATT Ad Article XVII, para. 1.
Yingying Wu(2019), p. 189.
구속성 차관이란 기금이 B국 내에서 지출될 것을 조건으로 B국이 A국에게 차관을 공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GATT Ad Article XVII, para. 1(b).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빲 Wheat Exports and Grain Imports, para. 145.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 41

위치한 모든 기업들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수출입과 관련된 구매 또는
판매에 있어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마)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
제17조 제1항의 의무는 “정부의 사용에 있어 즉각적 또는 최종적인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달리 재판매 또는 판매용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
닌 상품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91) 따라서 제17조 제1항의 비차별의무
는 정부조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영무역기업이 ‘정부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수입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이 제17조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다른 회원
국의 상품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fair and equitable treatment)92)
가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의무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비차별의무
보다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의무라 평가된다.93)

바) 투명성
제17조 제4항 제(a)호와 제17조 해석양해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 국영무역
기업의 운영에 관해 WTO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영무역기업 통보
는 국영무역기업 작업반에서 채택된 G/STR/3/Rev.1 양식을 따른다. 회원국
은 상품무역이사회에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 통보를 제출해야 한다. 국영
기업 통보문의 문서번호는 G/STR/N/*이다. WTO 출범 이후 1995~2004년
에는 3년마다 신규 및 상세통보(new and full notification)94)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 연도에는 갱신통보(updating notification)95)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로는 신규 및 상세통보만이 2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96)
91)
92)
93)
94)
95)
96)

GATT 제17조 제2항 1문.
GATT 제17조 제2항 2문.
Hestermeyer, Wolfrum, and Stoll eds.(2010), p. 390.
1995년, 1998년, 2001년, 2004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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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제17조 해석양해는 아래와 같이 국영기업 통보 의무
를 구체화하고 통보대상에 관한 상세 규칙을 담고 있으며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97)

표 2-5. 제17조 해석양해의 내용
①
②
③
④

통보대상인 국영무역기업의 비공식 실무 정의(working definition)를 제공.
통보의무가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부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제1항).
회원국들이 최대한의 투명성(maximum transparency)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 유념하면서,
통보와 관련된 자국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제2항).
회원국들이 1960년 5월 24일 채택된 국영무역에 관한 표준 질문서(BISD 9S/184-185)에 따
라 통보를 할 것을 요청(제3항).
∙ 다른 회원국이 통보의무를 적절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가지는 경우, 해당
회원국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회원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해당 사안에 대해 역통보

⑤

(counter notification)를 제출하여 논의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통보의무를 부담하는 해
당 회원국에게도 동시에 통보해야 함.
∙ 작업반은 통보와 역통보 모두를 검토하게 되며, 회원국들은 또한 WTO에 제출된 통보에 관하
여 서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음(제4항).

자료: GATT 제17조 해석양해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둘째, 1996년 10월에 채택된 ‘제17조 및 제17조 해석양해에 따른 통보의무
기술협력 핸드북’98)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통보의무는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
다. 통보대상은 제17조 해석양해 제1항의 의미에서 국영무역기업에 해당되는
즉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을 부여받고 상품의 구매 또는 판매 활
동을 통해 수출입의 수준이나 방향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업(유통위원회 포함)
이다.99)

97) 한편 제17조 해석양해는 GATT 1994의 일부를 구성한다. GATT 1994 제1항(c)(ii).
98) WTO, Technical Cooperation Handbook on Notification Requirements - Article XVII of GATT
1994 and the WTO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VII (State Trading
Enterprises), WT/TC/NOTIF/STR/1, 15 October 1996.
99) Ibi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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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999년 7월 30일에 국영무역기업 작업반에서 국영무역기업의 활동
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투명성 메커니즘을 두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100) 회원
국들은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을 격년으로 국영무역기업 작업반에 통보하기 위
한 표준 질의서를 마련하고,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을 (ⅰ) 수출입 통제101) (ⅱ)
다자·양자적으로 합의된 쿼터, 할당관세, 그 밖의 제한적 약정이나 수출입 규
제의 관리102) (ⅲ) 수출입 허가103) (ⅳ) 수입품의 국내판매가격 결정104) (ⅴ)
농산물 유통 또는 안정화 제도에 대한 법정 의무 집행105) 등 다섯 개 범주로 분
류하였다. 투명성 메커니즘을 통해, 대다수의 국영무역기업이 농업 부문에 종
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실상 ‘유통위원회’에 해당됨이 확인되었다. 또한 회
원국이 민간기업을 통보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는 통보의 주된 초점이 국영
기업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106)

사) 그 밖의 의무
국영무역기업의 상업활동에 GATT 제17조 외에 다른 의무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일례로 India 빲 Quantitative Restrictions 사건 패널과 Korea 빲
Various Measures on Beef 사건 패널은 정부의 일반적인 수량제한조치가
아닌 “국영무역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량]제한” 조치로부터도 GATT 제11
조 제1항 수량제한금지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107) 다
만 정부의 명시적인 개입 없이 국영기업이 시행하는, 즉 정부에의 귀속성을 입
100) Working Party on State Trading Enterprises, Illustrative List of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s and State Trading Enterprises and the Kinds of Activities Engaged in by these
Enterprises, G/STR/4, 30 July 1999.
101) Ibid., para. 9(a).
102) Ibid., para. 9(b).
103) Ibid., para. 9(c).
104) Ibid., para. 9(d).
105) Ibid., para. 9(e).
106) Haywood(2016), p. 3.
107) Panel Report, India 빲 Quantitative Restrictions, para. 5.134; Panel Report, Korea 빲 Various
Measures on Beef, para. 748. See also GATT Panel Report, Canada 빲 Provincial Liquor Boards
(EEC), para. 4.25; GATT Panel Report, Japan 빲 Agricultural Products I, para. 5.2.2.2; GATT
Panel Report, Korea 빲 Beef(US), para.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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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힘든 수출제한조치에는 GATT 제11조나 제17조를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직접 부과한 수출제한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관련 상품을 생
산하는 국영기업이 상류산업(후방산업)의 시장지배적 행위자라면 해당 국영기
업에 의해 사실상의 수출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GATT 제11조와 제17조
만으로는 상기 조치를 실효적으로 규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108)
GATT 제17조 제1항 제(a)호에 따른 내국민대우의무뿐 아니라 동 협정 제3
조에 따른 내국민대우의무도 국영무역기업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Korea빲
Various Measures on Beef 사건 패널은 “축산물유통사업단을 통해 수입된
쇠고기가 오로지 특수화된 수입육 판매점에서만 판매될 수 있도록 한 요건”은
GATT 제3조 제4항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109)

3) 추가 협상 가능성
GATT 제17조 제3항은 “국영무역기업이 무역에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장
애를 제한 또는 감소하기 위한 호혜적이며 상호적인 기초에 의한 교섭이 국제
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향후 이 문제에 관해 추가적인 협
상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GATT 제17조에 대한 해석주110)는 위
협상이 관세 인하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GATT 규정에 합치하는 그 밖의 상호
만족스러운 약정의 체결에 관한 것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111)
다만 제17조 제3항은 그러한 협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므로112)
추가 협상을 위한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회원국들이 문제에 관해 추가 협상
108) Yingying Wu(2019), p. 189.
109) Panel Report, Korea 빲 Various Measures on Beef, paras. 683-685. 패널 판단의 이 부분은 상소되지
않았다. See also GATT Panel Report, Canada 빲 Provincial Liquor Boards (EEC), para. 4.26; GATT
Panel Report, Canada 빲 Provincial Liquor Boards (US), paras. 5.15-5.16; 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 (GATT), Negotiating Group on GATT Articles, ARTICLE XVII(STATE TRADING ENTERPRISES)
- Note by the Secretariat – Addendum, MTN.GNG/NG7/W/15/Add.1, 21 December 1988, paras.
22-30.
110) GATT Ad Article XVII.
111) 다만 지금까지 GATT에서 협상을 통해 합의된 대부분의 국영무역기업 관련 약속은 관세양허와 관련된 것이었다.
Anderson et al.(2018), p. 12.
112) Haywood(201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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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다른 회원국들과 협상할
의향이 있는 회원국에 대한 ‘권고(exhortation)’113) 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제
17조에서 추가 협상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해당 협상은 국영기업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GATT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영무역기업’에만 해당
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114)

4) 평가
GATT 제17조는 상당히 다양한 내용의 의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영무역
기업의 상업활동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일견 보일 수 있으나, 많
은 한계를 노정해왔다.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정부와 기업 간에 상당히 유동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자국의 경제에 밀접하게 관
여·개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제무역 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
17조는 각 회원국 정부가 자국 국내경제에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관해 충분한 내용을 두고 있지 못하다.
제17조는 “국영기업”이 아닌 “국영무역기업”을 적용범위로 하며 “국영무역
기업”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국영무역기업 해
당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일관된 기준 없이 개
별 사안별로 제17조에 따른 국영무역기업 해당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투명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WTO 회원국은 제17조
제4항, 제17조 해석양해에 따라 자신의 국영기업에 대해 통보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1999년 7월 국영무역기업 작업반에서 투명성 메커니즘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회원국 내 실제 어떠한 국영기업이 있는지, 어떠한 비상업적 지원을 받
고 있는지에 관해 위 메커니즘에 따른 통보의무 이행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115)
113) 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 (GATT), Negotiating Group on GATT Articles, ARTICLE XVII
(STATE TRADING ENTERPRISES) - Note by the Secretariat, MTN.GNG/NG7/W/15, 11 August
1987, para. 22.
114) Haywood(201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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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통보 이행은 2016년에 오로지 26%에 불과하였으
며, 전년 대비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WTO 사무국에 따
르면, 54개 WTO 회원국은 GATT 제17조 제4항 및 제17조 해석양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지난 10년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5년에 WTO 사무국은 워크
숍 개최를 통해 통보의무에 관해, 그리고 각 협상의 통보의무하에서 어떠한 정
보가 일반적으로 제출되어왔는지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등 일부 회원
국과 함께 현행 통보의무의 문제점들을 양자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큰 성
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116)
지금까지 검토한 이유에서,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현행 GATT 규정만으로는
국영기업의 비차별대우와 상업적 고려 의무의 준수를 강제하기에 충분하지 못
하다고 생각된다.

나. WTO 보조금협정
WTO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을 공여받고 생산된 수입상품이 야기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WTO 보조금
협정이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특히 중국 국영기업이 WTO 보조금협정의 ‘공공기관(public body)’에 해당되
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WTO 보조금협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조치가 ‘정부 또는 공공기
관(public body)의 재정적인 기여’에 해당되고, 그로 인해 수혜대상에게 ‘혜
택’이 발생해야 한다.117) 위 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동 협정의 의미에서
115) Anuar(2018), p. 1.
116)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JOB/GC/148, JOB/CTG/10, 30 October
2017, para. 17.
117)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 및 제(b)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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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subsidy)’에 해당된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에서, ‘정부’에는 연방·
주·지방정부 포함한 일국 내 모든 유형과 층위의 정부기관이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국영기업이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사건(표 1-1 참고)에서는 해당 국영
기업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가 특히 중요하다. 문제는 동 협정이 ‘공공기
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WTO 판정례에서 패
널과 상소기구가 공공기관을 어떠한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해왔는지 살펴본다.

그림 2-2. WTO 보조금협정의 적용 요건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재정적 기여

그로 인한
혜택 발생

(financial contribution)

(benefit conferred)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specificity)
법률상 특정성
사실상 특정성
지역 특정성

WTO
보조금협정
적용

자료: WTO 보조금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1) 판례의 입장
가) ‘통제’ 기준
공공기관 문제에 관련된 초기 WTO 사건들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통제(control)’ 기준을 제시하였다. Korea 빲 Commercial
Vessels 사건 패널에 따르면, 특정 실체가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의 통제를 받
는 경우, 해당 실체의 행위는 정부에 귀속되어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118) 따라서 패널은 (ⅰ) 한국 정부와 그
외 공공기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분의 10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는 점,119) (ⅱ) 수출입은행의 운영은 대통령이 임면하는120) 수출입은행장이 동
118) 즉 이 사건 패널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의해 ‘통제받는(controlled)’ 모든 실체다.
Panel Report, Korea – Commercial Vessels, paras. 7.50, 7.172, 7.353, 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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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121) (ⅲ)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면하는122) 전무이사가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점,123) (ⅳ) 수출입은행의 연례 업무계획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요구된다는 점124)에 비추어 수출입은행이 한국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의 공공기관에 해
당된다고 보았다.125) 이후 EC 빲 Large Civil Aircraft 사건 패널126)과 US 빲
AD/CVD (China) 사건 패널127)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나)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
(1) US 빲 AD/CVD (China) 사건
2007년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원형탄소강관, 직각형관, 코팅포대 및 건설차
량용 공업타이어에 대하여 상계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이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3항, 제19조 제4항, 제32조 위반 및 GATT
제1조, 제6조 제3항 위반을 주장하며 미국을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기관 판단기준을 두고 회원국들의 입장이 갈렸는데, 피
소국인 미국과 패널은 ‘정부의 통제’ 여부를 공공기관의 판단기준으로 보아 만
약 정부가 해당 기업의 다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
았다.128)

119) (舊)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 즉 이 사건은 정부가 해당 실체를 ‘완전히’ 소유할 경우 통제가 있다고 본
것이나, 정확히 어느 수준까지의 정부의 기업지분 소유가 ‘통제’에 해당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120) (舊)한국수출입은행법 제11조 제1항.
121) (舊)한국수출입은행법 제9조 제1항.
122) (舊)한국수출입은행법 제11조 제2항.
123) (舊)한국수출입은행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
124) (舊)한국수출입은행법 제21조.
125) Panel Report, Korea – Commercial Vessels, para. 7.50.
126) Panel Report, EC 빲 Large Civil Aircraft, para. 7.1359.
127) Panel Report, US – AD/CVD (China), para. 8.94.
128) Appellate Body Report, US – AD/CVD (China), paras. 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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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US 빲 AD/CVD 사건 패널의 공공기관 해석에 찬성한 국가별 입장
찬성국

입장

아르헨티나

∙ 공공기관을 ‘정부가 통제하는 모든 실체(any government-controlled entity)’로 보는
패널의 해석에 동의함.129)

호주

∙ 공공기관을 정부가 통제하는 모든 실체로 보는 패널의 해석에 동의하면서 그러한 통제가
전적으로 과반수 소유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과반수 소유권을 기준으
로(principally, but not solely, on majority ownership)” 결정될 수 있다고 봄.130)

캐나다

∙ 캐나다는 상소기구가 패널의 국영기업 및 국유은행이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의 의미상 공공기관이라는 패널의 판단을 지지할 것을 요청하며,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실체가 공공기관이며 정부가 전체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해 그러한 통
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131)

유럽연합

∙ 패널의 공공기관 해석에 대해 법적 오류가 없다고 보면서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단을 지
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소유 또는 통제가 모든 경우에 있어 확정적인 근거가 될 필요는
없다고 봄.132)
∙ 유럽연합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분쟁이 추정, 입증책임, 증거와 관련된 것이며 중국은
공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기업을 민간기업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그러한 기업이 추정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정리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구분은 귀속(attribution) 문제에 관련이 있으며 특정 실체에 대
한 통제가 공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를 판단하는 데 관련 요소라고 봄.133) 유럽연합은
(응답 당사국의 협력 정도와 기록상 증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정부의 소유
지분이 높은 점은 매우 유의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요소로 봄.134) 패널이 밝
힌 바대로 정부의 소유가 통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실체가 공공기
관인지를 결정하는 데 모든 관련 사실 및 증거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135)

일본

∙ 일본은 패널의 공공기관 해석에 대해 동의함.136)

멕시코

∙ 멕시코는 “정부 특성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
는 경우에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본 중국의 논리에 대해 반대함. 멕시코는 공공기관 용
어는 넓게 해석되어야 하며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기관이 혜택을 주는 재정적 기여를 제
공하였을 때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deemed)된다고 봄.137)

터키

∙ 터키는 정부의 통제 여부를 공공기관 결정 기준이라 본 패널 판단에 동의하며, 소유권이
핵심이지만 통제를 나타내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고 봄.138)

자료: 패널보고서(WT/DS379/R)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Ibid.,
Ibid.,
Ibid.,
Ibid.,
Ibid.,
Ibid.
Ibid.
Ibid.,
Ibid.,

para.
para.
para.
para.
para.

234.
236.
243.
246.
247.

para. 256.
para.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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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US 빲 AD/CVD 사건 패널의 공공기관 해석에 반대한 국가별 입장
반대국

입장

인도

∙ 인도는 ‘기업의 정부 소유 정도’만으로는 해당 기업이 공공기관인지를 판단하는 데 충분
하지 않고, 정부 권한 및 권력 행사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139)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패널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민간기관의 구분은 통제 또는
소유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기관이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기초한 ‘기
능적 구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특정 실체가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행위
는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고 봄.140)

사우디
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공기관에 대한 패널의 해석을 반대하면서, 공공기관이란 정부권한
하에서 행동하는, 정부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라고 봄.141)

자료: 패널보고서(WT/DS379/R)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반면 중국은 정부의 기업 소유 또는 통제만으로는 해당 기업이 공공기관이
라 볼 수 없으며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하였다.142)
상소기구는 패널 판정을 번복하면서,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실체가 정부의 기능 내지는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제소국인 미국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143) 즉 (ⅰ) 하나의 실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임을 보
이는 특징과 민간기관임을 보이는 특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ⅱ) 명시적인 법정 권한위임이 없다 하여 반드시 공공기관이 아니라 볼 수는
없으며, (ⅲ) 해당 실체가 정부의 기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ⅳ) 만약 정부가 해당 실체에 유의미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실체가 정부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 증거
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ⅴ) 단순히 해당 실체와 정부 사이에 공식
138)
139)
140)
141)
142)
143)

Ibid., para. 268.
Ibid., para. 254.
Ibid., para. 262.
Ibid., para. 265.
Ibid., para. 279.
“Chinese ambassador: Trilateral talks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China’s SOEs”(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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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부권한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해당 실체의 다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해당 실체의 행위에 유의미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 통제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요소들이 다수 발견되고 그러한
통제가 유의미하게 행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수지분과 같은
증거도 해당 실체가 정부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44) 따라서 상소기구는 정부가 해당 기업의 대주주라는 사실만으
로 해당 기업이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145)
상기 판단에 근거하여, 상소기구는 (ⅰ) 중국 국영기업146)에 의한 투입재 제
공과 (ⅱ) 국유상업은행(SOCBs: state-owned commercial banks)의 대출
제공이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라고 미 상무부가 판단한 것이 ‘정부의
권한’ 기준에 합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 국영기업에 관해 상소기구
는, 미 상무부가 중국 국영기업들을 공공기관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소유구조에 관한 정보에 주로 의존하였고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달리 확보하려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중국 국영기업들을 공공기관으로 본 미 상무부의 결정은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에 불합치한다고 보았다.147)
둘째, 미 상무부는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다. (ⅰ)
중국정부가 소유하는 자국 은행 부문 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점, (ⅱ)
중국 상업은행법에 따라, 국유상업은행은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경
우, 국가 산업정책의 지침에 따라 대출사업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ⅲ) 국유상업은행이 위험관리·분석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 (ⅳ) 국
유상업은행에서의 대출 신청·승인·평가 과정에 관해 미 상무부가 자료를 요청

144) Appellate Body Report, US – AD/CVD (China), paras. 317-318.
145) Ibid., para. 318.
146) 본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중국 국영기업은 철강, 고무, 석유화학 투입재의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들이었다. 이들
기업은 자신의 생산품을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대상인 중국 하류기업들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기
업들에 직접 수출하였다. Ibid., para. 343.
147) Ibid., para.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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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관련된 자료를 중국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판단근거로 삼았
다.148) 나아가 상무부는 국유상업은행의 최고경영진들을 중국정부가 임명하
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149) 상소기구는 중국 국유상업은행이 중국정부
를 대신해서 정부 기능을 행사하는 국영기업임을 보이는 데 미국이 충분한 증
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고,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였다.150) 따라서 상소기구는 국
유상업은행에 관한 미 상무부 결정에 관해서는,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 위반임을 중국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151)

(2) US 빲 Carbon Steel (India) 사건
이 사건에서는 인도 국영광물개발공사(National Mineral Development
Corporation)가 국영기업에 해당된다고 본 미 상무부 결정이 문제되었다. 미
국은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유의미하게 통제하는(meaningfully controlled)’
실체를 의미하며, 통제 여부는 정부의 소유권 유무 및 통제를 보여주는 그 밖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52)
패널도 이러한 판단기준에 동의하면서,153) (ⅰ) 국영광물개발공사의 지분
중 98%를 인도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 (ⅱ) 인도정부가 해당 공사의 이사
선임에 깊게 관여되어 있고 실제 두 명의 이사를 임명하였고 총 13명의 이사
중 7명을 추가로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영광물개발공사를
국영기업이라고 본 미 상무무 결정에 동의하였다.154)
이후 인도가 공공기관에 관한 패널 판정을 두고 제기한 상소심에서, 상소기
구는 특정 실체가 공공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ⅰ) 문제된 기능 내지 행

148)
149)
150)
151)
152)
153)

Ibid., para. 349.
Ibid., para. 351.
Ibid., para. 355.
Ibid., para. 356.
Appellate Body Report, US 빲 Carbon Steel (India), paras. 2.159, 2.161.
Panel Report, US 빲 Carbon Steel (India), paras. 7.80-7.81; Appellate Body Report, US 빲 Carbon
Steel (India), para. 4.32.
154) Appellate Body Report, US 빲 Carbon Steel (India), paras. 4.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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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해당 회원국의 법질서 내에서 ‘정부의(governmental)’ 기능 내지 행위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ⅱ) WTO 회원국 내에서 해당 실체, 그리
고 해당 실체의 기능이 어떻게 분류되는지가 해당 회원국 내에서 공공기관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관련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
다. 따라서 정부가 특정 실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해당 실체가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155)
나아가 상소기구는 패널이 취한 ‘유의미한 통제’ 접근법에 법적 오류가 있다
며 패널 판정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실체적 기준156)과
증거 기준157)의 문제를 혼동하였으며 실체적 기준에 대한 판단 없이 증거 기준
만을 검토하였다고 지적하였다.158) 또한 상소기구는 이사 임명에 인도정부가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단지 통제를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하므
로(“mere formal indicia of control”) 그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공사를 공공
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159)
상기 이유에서, 상소기구는 미 상무부가 인도정부의 국영광물개발공사에 대
한 유의미한 통제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와 인도정부 간의
인도 법률체계상의 관계에 관한 다른 증거를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WTO 보조
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에 불합치한다고 결론지었다.160)

(3) US 빲 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사건
이 사건은 2007~12년 동안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타워, 감열지, 압력관, 라
인 파이프, 구연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 등에 대한 17건의 미 상무부 상계관세
조사 개시, 예비·최종판정에 관해 중국이 미국의 WTO 보조금협정 위반을 주
155)
156)
157)
158)

Ibid., para. 4.9-4.10.
정부권한을 소유·행사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실체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정부가 특정 실체에 유의미한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즉 패널이 정부통제의 ‘존재’ 자체와 ‘유의미한 통제’를 혼동하여, 인도정부가 국영광물개발공사 및 동 공사의
행위에 실질적으로 통제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적절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다. Ibid., para. 4.37.
159) Ibid., para. 4.43.
160) Ibid., para.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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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며 제소한 사건이다.161)
중국은 US-AD/CVD (China) 사건에서 상소심은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 권한을 보유하거나 행사하거나
정부권한이 부여된 실체이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해당 실체가 정부 기능을 수
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라고 보았다고 강조하였다.162) 미국 상무부
는 자신이 수행한 17건의 상계관세 조사 중 12건에서 중국의 중간재 생산업체
들(국영기업)을 공공기관으로 판단하였는데, 미국은 이러한 결정에 있어 정부
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에 근거한 통제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
았다.163) 다만 미국은 패널이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의 공공기관을
“정부가 기업의 자원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 의해 통제
되는 기업”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4) 이에 대해 패널과 상소기구
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패널은 공공기관이 정부권한을 소유하거나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
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공기관이 다른 실체의 행위를 ‘규제, 통
제, 감독 또는 제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이 경우 ‘공공기관’을 ‘정부기관’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
다. 패널은 앞선 사건에서의 상소기구 판단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기업을 소
유·통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기업을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165) 반면 미 상무부는 중국정부가 국영기업에 다수지분을 보유하고 있
다는 사실만에 근거해서 ‘통제’가 있다고 보고 중국 국영기업을 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패널은 미국이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
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다.166) 상소심에서는 국영기업의 공공기관 여부에

161)
162)
163)
164)
165)
166)

Panel Report, US 빲 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paras. 2.1, 7.1.
Ibid., para. 7.32.
Ibid., para. 7.63
Ibid., para. 7.74.
Ibid., paras. 7.64-7.72.
Ibid., para.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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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달리 상소된 바가 없어 상소기구의 경우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WTO 원심 판결에 따른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와 판정을 이행하
기 위해 미국이 취한 이행조치167)를 두고 개시된 이행패널심에서, 중국은 미
상무부가 WTO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에 따라 다시 수행한 상계관세 예
비·최종 결정, 국영기업 메모 등의 WTO 보조금협정에 여전히 합치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 상무부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지지하
는 행위가 공공기관 분석에 있어 ‘정부기능’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중국은
미 상무부가 정부 기능을 지나치게 광범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러나 이행패널은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판단기준(정부기능 빲 재정적
기여 간 특정 수준·성격의 연관성)에 동의하지 않았다.168) 정부기능과 재정적
기여 사이에 모든 경우에 있어 일정 수준·성격의 연관성이 있을 것을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이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조사당국은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169) 또한
공공기관 판단에 관련되는 다양한 요소들의 가치나 중요성을 예단할 이유가 없
고, 국영기업 판단방식에 중국이 주장하는 정도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170)
이후 이행상소심에서 상소기구는 ‘공공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부기능과
재정적 기여 사이에 특정 수준·성격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

167) 미 상무부는 대중국 상계조사 건에 대한 공공기관 분석을 다시 수행하였다. 상무부는 12개 조사 건에 있어
(ⅰ) 공공기관에 관해 중국에 질의서(“Public Bodies Questionnaire”)를 송부하였으며, (ⅱ) 상계관세 조사
에서 중국의 거버넌스 체제와 국가기능 등에 관한 공공기관 메모(“Public Bodies Memorandum”)를 마
련하여 여기에 규정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국 기업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질의서에 중국정부가 응
답하지 않은 7건에 대해, 상무부는 ‘부정적 추론’ 원칙을 적용하고, ‘이용가능한 사실’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메모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만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중국 기업들이 공공기관임을 결정하였다. 질의서에 중국정
부가 응답한 5건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완전한 소유권 내지는 지배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중국정부가 지
배지분 미만 내지는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정부권한을 소유·지배하거나 그러
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결정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용가능한 사실’ 원칙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다. Appellate Body Report, US 빲 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Art 21.5), paras. 5.52-5.60.
168) Panel Report, US 빲 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Art 21.5), para. 7.36
169) Ibid., paras. 7.25-7.29.
170) Ibid., para. 7.30.

56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아 이행패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또한 문제된 상계관세 결정 건에서의 미 상
무부의 ‘공공기관’ 결정이 부적절한 공공기관 판단기준에 근거하였으므로 제1
조 제1항 제(a)호 (1)목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이 증명하지 못하였다
고 이행패널이 판단한 점도 지지하였다.171)

3) 평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판단기준을 두고 WTO 판정례의
입장이 변해왔다. 새로운 공공기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첫째, 법령상에서
기업에게 정부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공공기
관임을 보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부권한을 명시
적으로 위임받은 국영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US 빲 AD/CVD (China) 사건에서 문제되었듯, 중국의 상업은행법에 따라 국
유상업은행은 중국정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특혜대출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
고 있었다.
둘째, 법령상 명시적인 권한위임이 없다 하여 해당 기업이 공공기관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조사당국은 해당 기업이 정부의 기능 내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 판단에는
(ⅰ) 해당 실체가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관
행(sustained and systematic practice)을 보여주는 증거,172) (ⅱ) 해당 산
업부문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증거,173) (ⅲ) 정부가 해당 실
체 및 그 실체의 활동에 유의미한 통제(meaningful control)를 행사하고 있다
는 증거,174) (ⅳ) 해당 실체의 활동이나 기능이 조사대상국의 국내법질서 내에

171)
172)
173)
174)

Appellate Body Report, US
Appellate Body Report, US
Appellate Body Report, US
Appellate Body Report, US
Steel (India), para. 4.10.

빲
–
–
–

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Art 21.5), paras. 5.105-5.108.
AD/CVD (China), para. 318.
Carbon Steel (India), para. 4.29.
AD/CVD (China), para. 318; Appellate Body Report, US – Carbon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 57

서 일반적으로 ‘정부의(governmental)’ 활동 또는 기능으로 분류되는지 여
부175)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이 정부의 권한 행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에 유의미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이 공공기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176)

표 2-8. 공공기관의 판단기준에 관한 변경된 WTO 판정례의 입장

US 빲 AD/CVD

패널

상소기구

∙ ‘정부의 통제’ 여부가 공공기관의 판

∙ ‘정부권한의 소유, 행사 또는 위임’ 여

단기준임.

부가 공공기관의 판단기준임.
- 해당 실체가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

(China)

사하고 있다는 ‘지속적이고 조직화
된 관행’ 유무.
∙ 정부의 ‘유의미한 통제’ 여부가 공공
기관의 판단기준임.
∙ 통제 여부는 정부의 소유권 유무 및

US 빲 Carbon

통제를 보여주는 그 밖의 요소들을

Steel(India)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정부권한의 소유, 행사 또는 위임’ 기
준 유지.
- 정부의 ‘유의미한 통제’ 기준 유지.
단 관련된 모든 증거를 검토할 필요
를 강조.
- 해당 실체의 기능이 조사대상국의
국내법질서 내에서 일반적으로 ‘정
부의(governmental)’ 기능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US 빲
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 ‘정부권한의 소유, 행사 또는 위임’ 기

∙ ‘정부권한의 소유, 행사 또는 위임’ 기준

준 유지.

유지.

- 정부기능과 재정적 기여 사이에 특

- 정부기능과 재정적 기여 사이에 특

정 수준·성격의 연관성이 있어야

정 수준·성격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하는 것은 아님.

자료: WTO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DS379, DS436, DS437)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175) Appellate Body Report, US – Carbon Steel (India), para. 4.29.
176) Appellate Body Report, US – AD/CVD (China), para.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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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WTO 판정례의 입장 변화를 두고,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상
소기구의 WTO 보조금협정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국의 국영기업
이 문제된 일련의 WTO 분쟁에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의 소유, 행사
또는 위임’ 기준에 따를 경우 너무 많은 국영기업이 WTO 보조금협정상 공공
기관의 범위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상소기구는 정부가 해당 실
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즉 정부 소유 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WTO 보
조금협정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정부권한을 소유 또는
행사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각 사안별로 보일 수 있어야 하기 때
문이다.177) US 빲 AD/CVD (China) 사건 이래 정부권한 기준의 판단기준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기는 했으나, 다양한 요소들이 각 사안마다 구체적 타당성
을 기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므로, 정부 유관기관 중
어디까지가 ‘공공기관(public body)’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전 판단이 어렵
고 불확실하다. 이에 2011년 3월 25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
국은 공공기관에 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국영기업에 통한 무역왜곡 보조금을
대응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능력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모든 시
장지향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
다.178)
국영기업이 다른 국영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는 현행 WTO 보조금
협정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다. 상소기구가 도입한
공공기관 판단기준만으로는 한 국영기업이 다른 국영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
는 경우를 규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 WTO 보조금협정의
적용이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동 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의
177) 극단적인 가상례이기는 하나, 상소기구의 해석대로라면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경영진 개편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정부가 소유하게 된 기업이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정부권한을 위임받았음이 증명되는 기업의 경우
정부의 해당 기업 지분율이 낮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상정 가능할 것이다.
178) Dispute Settlement Body, MINUTES OF MEETING, Held in the Centre William Rappard on 25
March 2011, WT/DSB/M/294, 9 June 2011, p. 18, para.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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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에 따라, 해당 국영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보조금을 공
여하였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보조금 공여 건은 여전히 동 협정의 적
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첫째, 다른 국가 내에서 이루
어진 특정 보조금 지원 건에 정부의 지시 또는 위임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확보 측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영기업이 ‘민
간기관’에 해당됨을 보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의 지시
또는 위임 없이 국영기업이 스스로 보조금 공여를 결정·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2018년 5월 발표된 공동작업제안서179)에서 미국·유럽연합·일본은 “일부
신흥개발도상회원국들이 그 적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WTO 보조금협정의
공공기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것도 현행
WTO 보조금협정이 중국 국영기업에 의한 보조금 공여 및 이에 따른 경쟁왜곡
문제를 다루는 데 위와 같은 한계를 노정해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현재 진행
중인 WTO 개혁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는 제4절에서 후술
하도록 한다.

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1) 배경
GATT 1947 협상이 이루어지던 1945~47년 당시 이미 국영기업이 각국 국
내시장에서 야기할 수 있는 시장왜곡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1947년 10월에
체결된 GATT 1947의 경우 민간기업의 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금지하는 규정을 다양하게 두고 있었으나, 국영기업에 관련해서는 충분
179)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May 31, 2018, Annexed Statement 1: EU-JAPAN-US SCOPING PAPER
to defin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onger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온라인 자료, 최
종 검색일: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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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했다. 또한 GATT의 체약국들은 모두 시장경제국이
며, 중앙계획경제체제 국가나 비시장경제국(NMEs: Non-Market Economies)
은 없다는 전제하에 시장경제국들 간에 GATT 문언이 작성되었다는 점도
GATT가 국가의 상업활동 개입을 규제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이
다.180) 이후 1950~60년대에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일부 비시장경제 국
가들이 GATT에 가입하였으나, 당시 비시장경제국가들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국이었으므로 당시에는 이 문제가 GATT 체제 내에
서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각각 1967년과
1971년에 GATT에 가입하였으나 GATT 가입의정서에서 일부 추가적인 의무
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 급격한 의무 변동은 없었다. 즉 이들 국가는 GATT 가
입 이후에도 자국의 계획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181) 반면 WTO 체제
에서는 비시장경제 국가들의 WTO 가입 시 해당 가입희망국이 비시장경제 지
위로 인해 가지는 고유의 무역현안들을 상세히 다루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WTO 회원국들과 협상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182) 즉 신규
가입희망국과의 가입협상에서 각 가입 건별로 국영기업 관련 현안이 다루어지
며 협상결과는 가입의정서에 반영되도록 한다.183)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중국의 경우, 가입협상(1986~2001년)184) 동
안 전례 없는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자유화와 경제개혁을 겪게 된다. 다만 일부
180) GATT에 비시장경제지위에 관해 많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게 된 데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GATT 가입을 거부
하였다는 점이 크다. GATT 1947 협상 당시 비시장경제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일정 수준 이
상의 유의미한 지위를 가진 행위자로는 소비에트 연방이 유일하였기 때문이다. Mavroidis, and Janow(2017),
p. 1; See also Jackson(1989), pp. 891–893; Zhou, Gao, and Bai(2019), p. 996.
181) Mavroidis and Janow(2017), pp. 1, 3.
182)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선언(Marrakesh Declaration)에 서명함으로써 123개 GATT 체약국이 WTO
에 가입할 당시 이들 중 다수는 완전한 의미의 시장경제국이 아니었다. WTO의 가입 조건으로 신규가입 희망
국에게 가입의정서 협상을 통해 좀 더 종합적인 규칙을 추가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Ibid., p. 4.
183) 달리 말하면 WTO는 국영기업 문제를 ‘수평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신규가입국의 가입의
정서에 별도로 규율된 내용이 있을 뿐, WTO 협정 자체에 국영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Qin(2004), p. 864.
184) 원래 중국(중화민국)은 1948년 5월 이래 GATT의 23개 원체약국 중 하나였으나 1949년 혁명으로 인해
1950년 3월 GATT를 탈퇴하게 된다. 이후 1986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GATT 체약국 지위를 회복하기를 희
망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이후 2001년에 공식 WTO 회원국 지위를 획득하기까지 15년 동안 가입협상을 진행
하였다. Bown(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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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중국이 가입협상 당시 완전히 시장경제국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므로,
WTO 협정을 다른 시장경제 회원국에게 적용하듯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면 중
국에게는 실효성이 없을 것을 우려하였다.185) 또한 중국이 무역을 왜곡하는 보
조금을 공여하여 다른 회원국의 중국 국내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중국상품
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186) 이에 따라 가입작업반
은 WTO 보조금 규범을 중국에게는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은 WTO 협정을 넘어선 일부 의무를 가입의정서에서 추가 부
담하게 되었다.187)

2) 국영기업 및 보조금 관련 내용
가) 국영기업의 비차별적, 상업적 고려에 따른 운영 보장 의무
중국은 가입의정서에서 자국 국영기업 수입구매절차의 완전한 투명성과
WTO 협정 합치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WTO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되는 상품의 양, 가격, 원산지에 관해 국영기업을 지시하
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188)
또한 모든 국영기업이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
한다. 즉 중국정부는 “모든 국영기업이 오로지 상업적 고려(가격, 품질, 시장
성, 입수가능성 등)에 기초하여 구매와 판매를 하고, 다른 WTO 회원국의 기업

185) See, e.g., GATT, Working Party on China, GATT Doc GATT/AIR/2392, 11 March 1987; GATT,
Working Party on China Status as a Contracting Party, GATT Doc L/6191/Rev.1, 25 February
1988; GATT Secretariat, Working Party on China’s Status as A Contracting Party: Annotated
Checklist of Issues, GATT Doc Spec(88)13/Add.5, 9 June 1989; WTO, Communication from
China, WTO Doc WT/ACC/CHN/15, 13 July 1988; WTO, Communication from China, WTO
Doc WT/ACC/CHN/30, 18 July 2000.
186) WTO Ministerial Conferenc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
MIN(01)/3, November 10, 2001, para. 171.
187) 일례로 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15조의 비시장경제지위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WTO Ministerial
Conference,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23
November 2001, para. 15.
188) WTO Ministerial Conference,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23 November 2001, para.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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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차별적인 조건하에 시장에서 중국 국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기
회를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189) 또한 매매되는 상품의 품질, 가격, 원산지
등에 관한 국영기업의 상업적 결정에 WTO 협정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190) 위 규정은 GATT 제17조의 규율내용을
중국의 ‘모든’ 국영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191)

나) 수출보조금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조항 원용 포기
원래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WTO 협정 발효 후 적어도 8년 동안, 즉 2002
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협정 제3조에 따른 수출보조금 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192) 반면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에도 불구하고, 가입의정서 제10조
제3항에서 WTO 가입 즉시 수출보조금 제도를 제거할 것을 약속하여 위 유예
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은 WTO 가입 즉시 WTO 보조금협정
제3조의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는 자국의 모든 보조금 제도를 철폐할 의무를 부
담하게 되었다.193)

다) 제소가능보조금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조항 원용 포기
중국은 제소가능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이 문
제될 경우 일부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조항을 원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즉
중국은 동 협정 제27조 제8항(제6조 제1항 심각한 손상 간주조항의 비적용),
제9항(일정 경우 제7조에 따른 WTO 제소의 비적용), 제13항(민영화시 보조
금 지급에 대한 제3부의 비적용)을 원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반면 제27조 제

189) WTO Ministerial Conferenc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
MIN(01)/3, November 10, 2001, para. 46.
190) Ibid.
191) 앞서 확인하였듯,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STEs)’에만 적용된다. See also Qin(2004), p. 884.
192) WTO 보조금협정 제27조 제2항 내지 제4항.
193) WTO Ministerial Conference,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23 November 2001, para.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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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항 내지 제12항(최소허용 보조금액 기준에 따른 상계관세 조사 종료), 제15
항(상계조치의 제27조 제10항·제11항과의 합치성 검토)에 따른 자신의 권리
는 가입의정서에서 유지하였다.194)

표 2-9. WTO 보조금협정상 개도국 특별대우 조항
구분

조항

내용

비고

제27조
제10항

최소허용수준 보조금액(2%이하) 또는 무시할
만한 수입물량(총 수입량의 4%미만)인 경우 상
계관세 조사 즉시 종료

개도국이 아닌 경우 보조금
이 종가기준 1% 미만이면
최소허용수준으로 인정
(제11조 제9항)

제27조
제11항

개도국 중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 이내
에 수출보조금을 폐지한 국가는 최소허용수준
보조금액을 2%에서 3%로 변경

중국의
권리
유지

중국의
권리
원용포기

제15조 제3항은 피해의 누
적평가에 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최소허용수준을 초
과하고 수입량이 무시할 만
한 수준이 아닐 것을 요구

제27조
제12항

제27조 제10항 및 제11항이 제15조 제3항 최
소허용수준의 결정 시 적용됨

제27조
제15항

개도국 요청 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
회는 특정 상계조치가 제27조 제10항 및 제11
항 규정에 합치하는지 검토

제27조
제8항

개도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6조 제
1항의 심각한 손상이 추정되지 않고 제6조 제3
항 내지 제8항을 통한 심각한 손상 입증 필요

단 제6조 제1항은 1999년
12월 31일부로 실효

제27조
제9항

제6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 다른 상계가능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조치 불가
(단, 개도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해당 개도
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의 수입이 배제·저해
되거나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함)

제7조는 조치가능보조금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구제
(WTO 제소)를 규정

제27조
제13항

개도국의 민영화에 관련된 일정 유형의 보조금
을 WTO 제소로부터 면제

자료: WTO 보조금협정 제27조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194) WTO Ministerial Conferenc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
MIN(01)/3, November 10, 2001, para.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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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조금 공여주체로서의 국영기업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는 국영기업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과정에서 일부 WTO 회원국은 중국의 국영기업(국유은행 포
함)이 재정적 기여를 제공할 경우 이는 WTO 보조금협정의 의미에서 정부행위
자(즉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중국 대표는 그러한 재정적 기여가 반드시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
항 제(b)호의 ‘혜택’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수 있다고 반박하며, 국영기업(국유
은행 포함)이 상업적 기초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자신의 손익에 대해 책임을 지
도록 하는 것을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195)

마) 보조금 수혜자로서의 국영기업(특정성 관련)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는 중국 내에서 국영기업에 공여되는 보조금을 별
도로 규율하는 ‘WTO-plus’ 특칙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가입의정서 제10조 제2
항에 따라, 국영기업이 보조금의 압도적인 수혜자이거나 국영기업이 동 보조금
총액 중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보조금은 WTO 보조
금협정 제1조 제2항 및 제2조의 의미에서 ‘특정적’인 것으로 본다.196)
첫째, WTO 보조금협정 제2조 제1항의 특정성 테스트에서는 (ⅰ) 보조금의
공여대상이 ‘하나의 기업(군) 또는 산업(군)’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ⅱ) 보
조금이 그러한 기업(군)·산업(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특정적’으로 공여되었
는지 여부가 누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나의 기업
(군) 또는 산업(군)이 특정될 수 있는지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반면

195) WTO Ministerial Conferenc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
MIN(01)/3, 10 November 2001, para. 172.
196) WTO Ministerial Conference,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23 November 2001, para. 10.2: “For purposes of applying Articles 1.2 and 2 of the
SCM Agreement, subsidies provided to state-owned enterprises will be viewed as specific if,
inter alia, state-owned enterprises are the predominant recipients of such subsidies or
state-owned enterprises receive disproportionately large amounts of such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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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정서 제10조 제2항에서는 국영기업에 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에 대해 위
(ⅰ)단계 검토를 생략하였다. 즉 국영기업을 그 자체로서 하나의 기업‘군’ 내지
는 산업‘군’으로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197) 따라서 중국정부가 자국 ‘국영
기업’에 보조금을 공여하고 이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 여
부를 문제 삼으려 하는 경우 조사당국이 (ⅰ)단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 보조금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이 A, B기업(민간기업), C, D, E, F,
G기업(국영기업)이고 A~G기업 모두가 각각 완전히 다른 산업에 종사하고 있
다고 가정할 경우, WTO 보조금협정 제2조 제1항에서는 특정성이 부인될 가
능성이 높다. 해당 보조금은 산업부문을 불문하고 공여된 것이므로, 하나의 기
업(군) 또는 산업(군)을 보조금 공여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198)
그러나 중국의 경우 가입의정서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추가로 받는 과정에
서, 특정성이 긍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10조 제2항에서는, 해당 보조금의 공여
대상인 기업들이 각각 완전히 다른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
으며 공여대상인 A~G 기업 중 국영기업(C~G기업)이 다수라는 점 즉 “국영기
업이 보조금의 압도적인 수혜자”199)라는 점이 특정성 판단에 중요하기 때문이
다. 결과적으로, 가입의정서 제10조 제2항으로 인해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
조금 공여에 WTO 보조금협정이 적용되기가 한층 수월해졌다고 생각된다.
둘째, 제10조 제2항의 문구는 WTO 보조금협정 제2조 제1항 제(c)호에 따
른 ‘사실상 특정성(de facto specificity)’의 판단기준과 유사하다는 점도 주
목할 만하다. 제2조 제1항 제(c)호는 사실성 특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ⅰ)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제도의 사용, (ⅱ) 특정 기업에 의
한 압도적인 사용, (ⅲ)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
급, (ⅳ)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 등 4가지를

197) Qin(2004), p. 891.
198) WTO 보조금협정 제2조 제1항 두문 및 제(b)호.
199) WTO Ministerial Conference,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23 November 2001, para.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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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하고 있다. 이 중 (ⅱ)번과 (ⅲ)번이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0조 제2
항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국영기업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특정성에 관해서는 중국 가입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영기업이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경우에는
WTO 보조금협정 제2조의 특정성 판단기준이 기존과 같이 그대로 적용된다.

표 2-10. WTO 보조금협정과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특정성 기준 비교

법적 근거

1단계:
보조금의
공여대상

2단계: 보조금 공여의 양태
(a) 근거법률이 보조금 수혜조건을 특정 기업
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 특정성×

제2조
제1항
보조금협정
제2조

(일반원칙)

법률상 (b) 보조금 수혜조건·금액에 관해 “객관적인
특정성
기준 또는 조건”이 법률상 명백히 규정 +
보조금 수혜조건이 자동적이고 엄격히 준
수되는 경우 → 특정성×
사실상
특정성

제2조
제2항
(특칙:
지역특정성)

중국
가입의정서
제10조
제2항

보조금
공여대상이
‘하나의 기업(군)
또는 산업(군)’에
해당되는가?

제10조
제2항
(특칙:
중국 SOEs)

(c) 법률상 특정성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보
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요소들200)을 추
가 고려 → 특정성 긍정 가능성

공여당국의 관할지역 중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는 특정 기업에 한정적으
로 공여된 보조금의 경우 → 특정성○
‘하나의 기업(군)
또는 산업(군)’
해당 여부
검토 불요

국영기업이 보조금의 압도적인 수혜자인 경우
→ 특정성○
국영기업이 동 보조금 총액 중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
을 지급받을 경우 → 특정성○

자료: WTO 보조금협정 제2조 및 중국 가입의정서 제10조 제2항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200) (ⅰ) 한정된 특정 기업들만이 해당 보조금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ⅱ) 특정 기업들만이 보조금제도를
압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ⅲ) 특정 기업에만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또는 (ⅳ) 보조금 지급 결정과 관련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이 ‘사실상 특정성’의 유무에 고려될 수 있
다. WTO 보조금협정 제2조 제1항 제(c)호 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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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영기업 보조금의 통보의무
중국의 가입의정서 제10조 제1항에 통보와 관련된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부과된,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의미에서의 보조금을 WTO에 통보할 것을 약속하였다. 동 협정 제3조에 따른
금지보조금도 통보대상이다. 관련 정보는 WTO 보조금협정 제25조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질의서(questionnaire on subsidies)”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
로 제공되어야 한다.201)
한편 가입협상 당시 일부 회원국은 중국의 보조금 통보가 불완전할 것을 염
려하였다. 중국은 가입의정서 초안 부속서 5A, 5B에서 자국의 보조금 통보를
한 상태였으나, 일부 보조금들이 통보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
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가입의정서 초안 부속서 5A, 5B에 기재된 중
국의 보조금 통보 당시 모든 유형의 보조금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중국은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국유은행이
상업적 기초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등 일정 유형의 보조금 감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WTO 보조금협정 제25조에 명시된 보조금의 완전한 통보를 점진적으
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202)

라. 현행 WTO 협정의 한계
현행 WTO 협정은 글로벌경제에서 핵심 행위자로서 부상하고 있는 국영기
업의 국제적 상업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GATT 제17조는 국영기업의 행위 전반을 규율하지 못하고 오
로지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203)을 부여받은 국영무역기업만을
201) WTO Ministerial Conference,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23 November 2001, para. 10.1.
202) WTO Ministerial Conferenc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
MIN(01)/3, 10 November 2001, para. 173.
203) GATT 제17조 해석양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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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하고 있다. 회원국 정부의 국가경제에의 개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지
는 정부와 기업 간에 얼마나 유동적인 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이 여기에
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WTO 보조금협정과 중국의 가입의정서는 국영기업에 의한 상업적 활동에
관해 일정한 내용을 두고 있기는 하나, 국영기업이 다른 국영기업에게 보조금
을 공여하는 경우에 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204)에서 문제의 본질
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 WTO 상소기구는 공공기관의 판단기준에 관해 새로운
법리 도입을 통해 현행 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보여왔으나, 충
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상소기구가 공공기관의 해석에 도입한 ‘정부의
권한 부여’ 기준으로 인해, 현행 WTO 협정을 통해 국영기업의 다른 국영 또는
민간기업에 공여하는 보조금 및 그로 인한 경쟁왜곡 문제 해결이 오히려 더 어
려워진 측면이 있다.205)
현행 WTO 협정하에서는 오로지 상품무역에 종사하는 국영기업만 규율대
상이라는 점도 한계다.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GATS에는 상업적 고려 의무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206)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국영기업의 인수 합병에 국내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국내 경쟁법, 부패방지법 등을 선별적으로 집행하
는 등 규제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국영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현행
WTO 규율범위 내로 포섭되기 어렵다.207) 독점이나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204) Yingying Wu(2019), p. 148.
205)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에 따른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인 기여’의 존재는
WTO 보조금협정이 적용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이다. 보조금 지원 주체인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에 해당될 수 없게 된다면, WTO 보조금협정은 해당 지원행위에 적용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민
간기관에의 지시 또는 위임(제1조 제1항 제(a)호 (1)목의 (iv))이 있는 경우 여전히 국영기업의 지원행위에
WTO 보조금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지시 또는 위임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제소국(WTO 제소 시) 또
는 조사당국(상계관세 조사 시)에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다. 또한 해당 보조금 지원 건의 ‘사실관계’
상 정부의 지시 또는 위임 없이 국영기업이 스스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6) GATS 제8조(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제1항 참고.
207) 국영기업에게 규제를 면제해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WTO 보조금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WTO 보조금협
정은 ‘재정적 기여’나 ‘소득·가격지지’ 조치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에 공여된 규제 면제조치, 즉 규
제적 혜택에도 적용가능한 WTO 규정으로는 GATT 제2조, 제3조, 제11조, 그리고 GATS 제16조(시장접근)
및 제17조(내국민대우)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국민대우의무는 오로지 중국의 관할지역 내에서 국내적으로만
적용되는 의무이므로, 국영기업의 해외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규제혜택을 받은 국영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경쟁법｣, ｢파산법｣, ｢
환경법｣을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WTO 내에서는 다뤄지기 어렵다. 다만 규제혜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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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은 WTO 차원에서 일반적으로는 규율되
지 않기 때문이다.208) GATT 제17조 제1항 제(b)호도 국영무역기업의 비상업
적 고려에 기반한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지, 반경쟁적 행위나 부정경쟁을 규율
하지는 못한다.209)
중국 WTO 가입의정서의 경우, 상계관세 조사당국의 특정성 입증책임을 덜어
주는 등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해 WTO 협정을 넘어서는(WTO-plus) 규
범을 도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가입의정서에서도 국영기업이 수혜대
상이 아니라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하다. 즉 보조금 공여주체로서의 중국 국영기업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중국
가입의정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TO 보조금협정의 ‘공공기관’ 기준이 적용
되어야 한다.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에 해당됨을 상계관세 조사당국이 입증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상기 이유에서, 현행 규범만으로는 국영기업의 보조금 공여로 인한 무역왜
곡 문제를 실효성 있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가. 의의
위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 국영기업·산업보조금에 관한 WTO 협정 개정 논의
는 미국·유럽연합·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12월 현재 3개

은 국영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되어 해당 기업의 행위가 독점 및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국영기업의
행위와 유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GATT 제17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Wu(2019), pp.
190-191.
208) 다만 WTO 통신참조문서 제1조(경쟁 보장 장치) 참고. Negotiating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 24 April 1996(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0).
209) Yingying Wu(2019),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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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미국 등이 체결하거나 협
상에 관여했던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국영기업 보조금 공여와 관련된 부분을 살
펴볼 경우 향후 제시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전반적인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영기업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제17장,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제22장에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나. 지역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 현황
협정마다 규율수준이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나, 대다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WTO 보조금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210)
반면 보조금에 관해 추가적인 의무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도 일부 발견된다.211)
첫째, 대략 30%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국가보조(state aid), 지정독점
(designated monopolies)에 관해 경쟁정책에 관한 챕터(이하 ‘경쟁챕터’)에
서 다루고 있다.212) 이 문제가 경쟁챕터에서 다루어지는 이유는, 국가가 어느
수준까지 국영기업과 지정독점을 설립·유지하는지가 경쟁, 경제효율, 성장률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213) 유럽연합이나 EFTA가 체
결한 지역무역협정이 보통 그러하다. 이 접근법을 취하는 지역무역협정에서는
210)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FTA 중 FTA 당사국 사이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실체적 내용을
두지 않고 다자규범 즉 WTO 보조금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거나 WTO 보조금협정을 인용 편입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한빲칠레 FTA 제7.1조(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② 한빲싱가포르 FTA 제6.3조(상계
조치); ③ 한빲EFTA FTA 제2.9조(보조금 및 상계조치); ④ 한빲인도 CEPA 제2.20조; ⑤ 한빲EU FTA 제3.8
조; ⑥ 한빲페루 FTA 제8.9조(반덤핑 및 상계 조치); ⑦ 한빲미 FTA 제10.7조(반덤핑 및 상계 관세); ⑧ 한빲
호주 FTA 제6.8조(반덤핑 및 상계 조치); ⑨ 한빲캐나다 FTA 제7.7조(반덤핑 및 상계 관세); ⑩ 한빲중 FTA
제7.7조(일반규정); ⑪ 한빲뉴질랜드 FTA 제7.7조(반덤핑 및 상계 조치); ⑫ 한빲베트남 FTA 제7.6조(일반규
정); ⑬ 한빲콜롬비아 FTA 제7.7조(반덤핑 및 상계 조치); ⑭ 한빲중미 FTA 제7.7조(일반규정).
211) Anderson et al.(2018), p. 35.
212) 경쟁정책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볼 경우, 약 77%가 경쟁챕
터 또는 별도의 챕터에서 국영기업과 지정독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Anderson et al.(2018), p. 33. 그리
고 경쟁챕터를 두고 있는 지역무역협정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볼 경우, 62%가 국영기업과 지정독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bid., pp. 30-31.
213) Ibid.,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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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실체에게 유리한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는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영기업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이 일반 경쟁법을 준
수하고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에 관한 총칙을 두거나 더 나아가 유럽연합 경쟁법(특히 TFEU 제106조)이 적
용됨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경쟁왜곡효과 제거에 관한 노력조항, 국가
보조가 왜곡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인정, WTO 협정상 관련 의무의 재확
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무만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214)

표 2-11. 우리나라 지역무역협정 경쟁챕터 내 국영기업·지정독점 및 보조금 규정 유무

협정명

발효

경쟁챕터 내 국영기업 또는
지정독점 규정을 두는 경우

경쟁챕터 내
보조금 규정을 두는 경우

1

한빲칠레 FTA

2004

○

X

2

한빲싱가포르 FTA

2006

○

X

3

한빲EFTA FTA

2006

X

X

4

한빲ASEAN FTA

2007

X

X

5

한빲인도 CEPA

2010

X

X

6

한빲EU FTA

2011

○

○

7

한빲페루 FTA

2011

○

X

8

한빲미 FTA

2012

○

X

9

한빲터키 FTA

2013

○

X

10

한빲호주 FTA

2014

○

X

11

한빲캐나다 FTA

2015

○

X

12

한빲중 FTA

2015

○

X

13

한빲뉴질랜드 FTA

2015

○

X

14

한빲베트남 FTA

2015

○

X

15

한빲콜롬비아 FTA

2016

○

X

16

한빲중미 FTA

2019

○

X

17

한빲영 FTA

빲

○

○

18

한빲이스라엘 FTA

빲

빲

빲

19

한빲인도네시아 CEPA

빲

빲

빲

주: 1) 한빲이스라엘 FTA, 한빲인도네시아 CEPA는 2019년 12월 기준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음.
2) “X”는 FTA에 경쟁챕터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
자료: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http://fta.go.kr(최종 검색일: 2019. 12. 30).
214) Ibid., pp. 27, 3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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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후 살펴볼 CPTPP나 USMCA와 같이 국영기업 및 지점독점에 관해
별도의 챕터를 두는 경우도 있다. 이 접근법을 취하는 지역무역협정에서는 국
영기업과 국가독점을 설립·유지할 권한이 당사국들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서도 상업적 고려에 따라, 그리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한다. 국영기업, 지정독점이 무역·투자에 방해를 야기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보통 포함한다. 또한 관련 시장에
서 정부의 개입을 무효화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일부 있
다.215) 별도의 챕터를 두는 경우가 경쟁챕터에 국영기업 관련 조항을 두는 경
우보다 강력한 의무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216)
CPTPP와 USMCA의 등장은 앞서 검토한 WTO 다자무역체제가 보여온 한
계와 취약성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WTO는 2001년 도하개발아젠
다(DDA)를 출범하여 신통상규범 대응 및 기존 규범 개선에 노력하였으나, 대
다수 현안에 있어 회원국들의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
출해내지 못하였다. 국가들이 다자 채널 대신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양자적으로
새로운 통상현안에 대응해나가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즉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신통상규범을 마련하는 데 지역무역협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실제로 지역무역협정에서 국영기업이나
지정독점의 설립·운영에 관해 ‘WTO plus’ 내지는 ‘WTO extra’ 규정을 두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살펴볼 CPTPP는 WTO 협정과 기존의 지역무역
협정 규범들을 기초로 하되 국영기업, 디지털무역 및 전자상거래, 투자, 금융서
비스, 노동 및 환경 등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무역현안들을 포괄
적으로 다루고 있는 최초의 지역무역협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CPTPP 국영
215) 예를 들어, 미빲싱가포르 FTA에서는 싱가포르가 정부기업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금
지하고 미빲싱가포르 FTA는 ‘정부기업(government enterprise)’을 (a) 미국이 소유지분을 통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b) 싱가포르가 실효적 영향을 가지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 정부기업에 대
한 정부의 개입을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Ibid., p. 34.
216) Ibid., pp. 3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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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챕터는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모두에 적용되는 등 WTO 협정보다 넓은
적용범위(WTO extra)를 규율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이 TPP 서명을 철회한
후 규율내용에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217) CPTPP는 단순히 동
협정 당사국들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향후 제도
적·규범적 측면에서 다자·양자 무역협상의 기본 틀 내지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역
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218) 일례로 NAFTA 개정협상의 결과 체결된 USMCA의
경우에도 CPTPP 규범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219)
USMCA에서는 CPTPP 국영기업 챕터에서 불충분하다고 평가된 일부 규정
이 한층 강화되었다. 첫째, CPTPP 국영기업 챕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
부가 해당 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해야 하는 반면,
USMCA는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20)까지 국영기업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둘째, USMCA는 국영기업에 제공되는 특정 유형의 보조금(비상
업적 지원)을 금지하였다. CPTPP는 그러한 금지보조금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USMCA가 현행 지역무역협정 중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를 구현한 무역협정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21)

217) 기존에 TPP 당사국들이 적용유예를 결정한 22개 규정(대부분 TPP의 투자 챕터와 지식재산권 챕터에 관련)도
그대로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12개 원 당사국이 2016년 서명하였던 TPP의 나머지 내용은 모두 CPTPP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CPTPP는 TPP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TPP와 CPTPP는
엄밀한 의미에서 별개의 조약이다.
218) 저자와 유사한 맥락에서, CPTPP 제17장이 향후 국영기업에 관한 다자·양자간 무역규범 협상에서 중요한 기
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는 Matsushita and Lim(2019), p. 2 참고.
219) 2018년 10월 1일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CPTPP가 USMCA의 중요한 근간이라고 언
급한 바 있다. “SOE chapter in USMCA broadens definitions, mirrors scope of TPP”(2018. 10. 4).
220) 정부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221) 한편 2019년 11월 4일에 잠정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논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RCEP 협상 당시 일본이 제안한 상대적으로 엄격한 국영기업 규칙을 지지하고 있다. 2018년 9
월에 유럽연합, 미국, 일본은 각국이 보유한 국영기업의 수를 보고하는 데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영기업
이 제공받는 시장왜곡적 지원을 줄이자고 제안하였던 바 있다. Anuar(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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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PTPP 제17장
1) 연혁
CPTPP는 국제무역·투자 부문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국영기업의 상업
적 활동을 독립된 하나의 챕터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최초의 지역
무역협정이다.222) 2017년 1월에 미국이 TPP 서명 철회를 발표한 이후,223)
2018년 3월 8일에 CPTPP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고, 동 협정은 2018년 12
월 30일 발효하였다. 11개 당사국으로 이루어진 CPTPP는 글로벌경제의 14%
를 대표하는 무역협정으로서, 관세인하로 인해 글로벌 공급사슬에 있어 큰 변
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224) 싱가포르, 일본, 캐나
다, 호주가 비준을 마쳤고,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가 국내 비준을 준
비하고 있다. CPTPP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체약국의 경우, CPTPP는 해당 국
가가 CPTPP사무국(뉴질랜드)에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 통보(기탁)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하게 된다.

표 2-12. CPTPP 당사국 비준 및 발효일(2019. 12. 기준)
국내 비준 완료

CPTPP 사무국
통보(기탁)

국내 발효

호주

2018. 10. 19.

2018. 10. 31.

2018. 12. 30.

캐나다

2018. 10. 25.

2018. 10. 29.

2018. 12. 30.

일본

2018. 6. 13.

2019. 7. 6.

2018. 12. 30.

멕시코

2018. 4. 24.

2018. 6. 28.

2018. 12. 30.

뉴질랜드

2018. 10. 25.

2018. 10. 25.

2018. 12. 30.

싱가포르

의회 승인 불요

2018. 7. 19.

2018. 12. 30.

베트남

2018. 11. 12.

2018. 11 15.

2019. 1. 14.

당사국

발효국

222) USTR, TPP Chapter Summary – State-Owned Enterprises(SOEs), p. 3(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0).
223) United States, Presidential Memorandum Regarding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Agreement, January 23, 2017(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
일: 2019. 12. 30); USTR, Letter from Acting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o TPP
Depository, 30 January 2017(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224) 단, 베트남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4일에 발효되었다. CPTPP 제30.5조 제4항 및 제5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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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계속

당사국
브루나이
미발효국

국내 비준 완료

CPTPP 사무국
통보(기탁)

국내 발효

미완료

미완료

-

칠레

미완료

미완료

-

말레이시아

미완료

미완료

-

페루

미완료

미완료

-

자료: 저자 정리.

CPTPP는 총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영기업 챕터는 제17장
에 위치해 있다. CPTPP 국영기업 챕터의 경우 회원국들의 국영기업 정책을 규
율하기 위해, 국영기업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놓았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또한 GATT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영기업 규칙을 보충하고, 나
아가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는 데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였다고 평가된다.225)

2) WTO 협정과의 비교
국영기업 챕터의 핵심내용은 대부분 CPTPP에서 새로 도입된 것이다.226)
다만 WTO 협정을 기초로 추가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실체적 내용들이 일부
발견된다. WTO 협정과 CPTPP 국영무역 챕터는 공통적으로, 국가가 국제무
역에 관여된 자국 기업을 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227) 그러
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할 뿐이다. 차이점으로는 (ⅰ) WTO 협정 국영기업 조
항228)은 ‘국영무역기업(STEs)’, CPTPP는 ‘국영기업(SOEs)’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 (ⅱ) WTO 협정 국영기업 조항과 달리 CPTPP는 상품 무역 뿐 아니
225) Gadbaw(2016), Issacs and Schott eds.; Anderson et al.(2018), p. 34.
226) CPTPP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투자, 서비스, 투명성 등에 관한 TPP 규정 일부가 유예되었다. 반면
국영기업에 관한 CPTPP 제17장 법 규정에는 기존 TPP로부터 수정 또는 변경된 바 없다. 다만 말레이시아
가 자국 국가별 부속서에 제17.4조(비차별대우 및 상업적 고려) 및 제17.6조(비상업적 지원)와 관련하여 적용
배제 사유만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227) 예를 들어, CPTPP 제17.2조 제9항 참고.
228) GATT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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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비스 무역도 규율한다는 점, (ⅲ) WTO 협정에서 규정한 비차별대우 원칙
및 상업적 고려 원칙 외에 CPTPP 국영기업 챕터는 반경쟁적 행위에 적용되는
경쟁규범, 국영기업 보조금에 대한 무역구제 규범229)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3) 개념 및 적용범위
가) 국영기업의 정의
첫째, 국영기업을 결정하는 주된 기준이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TPP 협상 참여국들의 전반적인 의견합치가 있었다.230) 다만 지
분율의 정확한 수치를 두고 국가들이 입장이 갈렸으며,231) 당시 미국은 국영기
업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규정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232) 참고로 미
상무부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을 근거로 공공기관 여부를 판단해왔으며,
정부가 다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정부당국의 일부에 해당된다는 입장
을 취해왔다. 2015년 전반기에 이르러 국영기업의 판단기준을 50% 이상으로
하자는 데 협상국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었다.233)
이러한 배경에서, CPTPP는 WTO 보조금협정에서 상소기구가 도입하였던
229) 예를 들어 CPTPP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자국 국영기업에 비상업적 지
원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injury)’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CPTPP 제17.6조 제3항. 그리고 그러한 의무 위반시 동 협정 제28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의 회부가 가능
하다. CPTPP 제17.15조 및 부속서 17-B. 다만, WTO 보조금협정이 타방 회원국의 보조금 공여로 인해 피
해를 입은 경우 피해국에게 (ⅰ) 상계관세 부과, (ⅱ) WTO 제소 등 두 가지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CPTPP 제17장은 상계조치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울러 CPTPP는 제6장(무역구제)에서
도 반덤핑 및 상계조치와 관해 별도의 실체 규정을 두지 않고 WTO 보조금협정상 당사국이 가지는 권리·의
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CPTPP 일방 당사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공여와 관련하여 타방 당사국이 상
계조치를 취하려 할 경우 해당 조치는 CPTPP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WTO 보조금협정의 제 요건에 합치하
는 것이어야 한다.
230) “Ryan Reaffirms Goal of Reaching Agreement On TPP in Meetings With Singapore Officials.”
(2015. 2. 18).
231) Bhala(2017), p. 5.
232) TPP 협상 당시 미국은 TPP 국영챕터가 (ⅰ) 국영기업이 자국에서 직접 지원, 특혜대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입는 경우, (ⅱ) 일국의 국영기업이 다른 국가의 민간기업과 해당 다른 국가 내에서, 또는 제3국에서 경쟁하
는 경우, (ⅲ) 국영기업이 정부조달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ⅳ) 국영기업 산하에 다른 많은 실체들이 종속되
어 있는 경우, (ⅴ) 국영기업이 수출신용에 있어 특혜를 받고 있는 경우, (ⅵ) 국영기업이 해당 국가의 파산법
을 면제받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Bhala(2017), pp. 6, 8.
233) “U.S. Seeking to Limit Exceptions to Rules on SOEs”(201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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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판단기준과는 달리 정부의 소유(ownership)나 통제(control) 여부
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이라 함은 상업적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정부가 (ⅰ) 자본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ⅱ) 소유지분을 통해 50% 이상의 의결권 행사를 통제하거나, 또는 (ⅲ) 이사회
위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경영진의 다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34) 즉 CPTPP는 국영기업의 판단기준으로서 (ⅰ) 소유지분
기준, (ⅱ) 의결권 기준, (ⅲ) 기업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두고 있다.

표 2-13. CPTPP상 국영기업의 정의(제17.1조)

Article 17.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제17.1조(정의)
이 장의 목적상,

state-owned enterprise means an

국영기업이라 함은 상업적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enterprise that is principally engaged in

다음의 기업을 의미한다.

commercial activities in which a Party:
(a) directly owns more than 50 per cent of

(a) 당사국이 자본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the share capital;
(b) controls, through ownership interests,

(b) 당사국이 소유지분을 통해 50% 이상의 의결
권 행사를 통제하거나, 또는

the exercise of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voting rights; or
(c) holds the power to appoint a majority

(c) 당사국이 이사회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of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경영진의 구성원 다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

any other equivalent management body.

고 있는 경우.

자료: 원문(영문)은 https://www.mfat.govt.nz/assets/Trans-Pacific-Partnership/Text/17.-StateOwned-Enterprises-and-Designated-Monopolies-Chapter.pdf(최종 검색일: 2019. 12. 30)
참고, 국문은 저자 번역.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50% 또는 그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5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거나 황금주(golden share)와 같은 특별
234) CPTPP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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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통해 이사회나 이에 상응하는 경영진의 구성원 다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
진다면 해당 기업은 CPTPP 제17장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업 주식소유가 분
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50% 이상의 의결권 행사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통해 실효적인 통제를 행사한다면, 제17장의 규율을 받지 않을 것이
다.235) 다만 제(b)항의 의결권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c)항 기
준을 통해 제17장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236)
둘째, CPTPP 국영기업 챕터는 국영기업을 “주로(principally) 상업적 활동
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국영기업을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대신
조건부 수식어인 ‘주로’를 삽입하여 ‘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이라 규정함
으로써, 동 챕터의 적용을 받는 국영기업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였다.237)
셋째, 정부가 국영기업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CPTPP 국영기업챕터
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동 협정은 권한을 위임받은 국영기업도 국영기
업챕터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8)
넷째, 주·준주 차원의 국영기업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CPTPP의 적용을 받
는다. 제17.4조(비차별대우 및 상업적 고려), 제17.5조(법원 및 행정기관), 제
17.6조(비상업적 지원), 제17.10조(투명성)은 부속서 17-D(지방정부의 국영
기업 및 지정독점에의 적용239))에 규정되어 있는 당사국의 국영기업이나 지정
독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240) 주·준주가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국영기업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235) Matsushita and Lim(2019), p. 12.
236) 예를 들어 베트남 등 일부 CPTPP 협상국들은 자국 국영기업 일부에 대한 정부 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기업공개(IPO) 후 정부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사회를
통해 여전히 해당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Bhala(2017), p. 9. See also “U.S. Seeking
to Limit Exceptions to Rules on SOEs”(2015. 7. 29).
237) “주로(principally)”에 관한 저자의 해석과 유사한 예로서, “solely or principally”라는 수식어가 첨부된 “오로
지 특정 목적만을 위해 또는 특정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와 그러한 수식어 없이 기술된 “특정 목적을 위
해” 중 후자가 좀 더 광범한 의미를 가진다는 WTO 패널 판정으로는 다음을 참고. Panel Report, EC - IT
Products, para. 7.517.
238) 예를 들어, CPTPP 제17.6조 제1항 및 제3항.
239) 부속서 17-D의 원문은 “Application to Sub-Central State-Owned Enterprises and Designated
Monopolies”이다.
240) CPTPP 제17.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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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
CPTPP에 따른 의무는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주로 종사
하는 기업, 즉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상업적 활동
이라 함은 이윤 창출에 집중하고 동 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자신이 결정한 가격
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41)
따라서 비영리를 기초로 또는 원가 회수를 기초로 운영되는 기업이 행하는 활
동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므로 ‘상업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
는다.242) 이 점은 국제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
업243)을 적용범위로 하는 WTO 협정과 구분된다. WTO 협정에서는 비영리
국영무역기업의 경우에도 국제교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동 협정
의 적용을 받게 되나, CPTPP에서는 그렇지 않다.244)

다) 국경간 공급되는 서비스에 관한 보조금
국영기업에 관한 WTO 규범의 경우 사실상 상품무역에만 적용되는 반면,
CPTPP는 국영기업이 제공하는 국경간 서비스에 공여된 보조금까지 규율하는
최초의 지역무역협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수 국영기업이 서비스 부문에
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중요하다. 다만 CPTPP
는 국영기업의 국내 공공서비스 제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 협정은 오
로지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에만 적용되며, 국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CPTPP에서도 허용된다.245)

241) CPTPP 제17.1조.
242) CPTPP 제17.1조, 각주 1.
243) 예를 들어 생산품 전량이 국내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GATT 제17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Haywood(2016), p. 5.
244) Ibid.
245) CPTPP가 국영기업이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가지는 정당한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로는 다음을 참고. USTR, TPP Chapter Summary – State-Owned Enterprises(SOEs), pp.
4-5(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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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용배제
[표 2-14]와 같이, CPTPP 국영기업 챕터에는 다양한 적용배제(carve-out)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국별 적용배제 사유도 별도로 포함되어 있으며,
CPTPP 당사국들이 주·준주·지방 정부 차원에서 소유·통제하는 국영기업 중
다수에 국영무역 챕터의 주요 의무가 부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246)

표 2-14. CPTPP 국영기업 챕터의 적용배제 사유
①

중앙은행 또는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활동 또는 금융·신용·환율 정책 수행247)

②

금융규제 기관(정부 및 민간 포함)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 행사248)

③

도산 위기에 처했거나 도산한(failing or failed)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 조치249)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단,
- [간접적인 공여주체인 경우] 국부펀드를 통해 당사국이 비상업적 지원을 간접적으로 제공하

④

는 경우에는 제17.6.1조 및 제17.6.3조가 적용됨.
- [직접적인 공여주체인 경우] 국부펀드가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7.6.2조가
적용됨.250)

⑤

독립적인 연기금(Independent pension funds)251)
독립적인 연기금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252) 단,
- [수혜자인 경우] 그러한 기업에 당사국이 비상업적 지원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⑥

제17.6.1조 및 제17.6.3조가 적용됨.253)
- [간접적인 공여주체인 경우] 그러한 기업을 통해 당사국이 비상업적 지원을 간접적으로 제
공하는 경우 제17.6.1조 및 제17.6.3조가 적용됨.254)

⑦

정부조달255)

자료: CPTPP 제17장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CPTPP
CPTPP
CPTPP
CPTPP
CPTPP
CPTPP
CPTPP
CPTPP
CPTPP
CPTPP

부속서 17-D 참고.
제17.2조 제2항.
제17.2조 제3항.
제17.2조 제4항 제(a)호.
제17.2조 제5항 제(b)호.
제17.2조 제6항 제(a)호.
제17.2조 제6항 제(b)호.
제17.2조 제6항 제(b)호 (ⅰ)목.
제17.2조 제6항 제(b)호 (ⅱ)목.
제17.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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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의무
국영기업·지정독점이 CPTPP 국영기업 챕터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ⅰ) 해당
실체가 상업적 고려에 따라 행위할 것을 보장할 의무, (ⅱ) 구매 및 판매에 있어
비차별원칙을 준수할 의무, (ⅲ) 반경쟁적 관행 금지 의무, (ⅳ) 투명성·통보 의
무, (ⅴ) 비상업적 지원에 대한 구제 등 크게 다섯 가지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가) 비차별대우
CPTPP 제17.4조에 따라 첫째, 동 협정의 당사국은 자국 국영기업이 비차별
적인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또는 판매하도록, 즉 최혜국대우와 내국
민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단 이 의무는 국영기업이 상업활동에 종
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256) 둘째, 동 조는 국영기업에 의한 상품·서비스의
‘판매’ 뿐 아니라 ‘구매’에까지 비차별대우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앞서 확인하였듯 ‘정부’조달에는 CPTPP 제17장의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
제되나257) ‘국영기업에 의한’ 상품·서비스 조달의 경우 제17.4항 비차별대우
의무를 적용받는다.

나) 상업적 고려
CPTPP 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국영기업 또는 지정독점이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및 판매에 있어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s)’에 따라 행
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258) 단 이 의무는 정부가 국영기업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영기업이 상업적 활
동259)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56)
257)
258)
259)

CPTPP 제17.4조 제1항 제(b)호 및 제(c)호.
[표 2-14] 참고.
CPTPP 제17.4조 제1항 제(a)호.
앞서 언급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과 판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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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PTPP에서 ‘상업적 고려’의 범위는 WTO 협정보다 넓다. CPTPP에
서는 GATT 제17조 제1항 제(b)호에 따른 상업적 고려 요소뿐 아니라, 같은 산
업 내 위치한 ‘민간소유 기업의 상업적 결정에서 통상적으로 고려될 그 밖의 요
소’까지 상업적 고려 개념에 포함된다.260) 이를 통해 CPTPP 당사국들은 일정
한 유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사국의 국영기업이 활동하는 특정
산업부문에서 민간기업들의 통상적인 사업관행 중 이윤극대화에 반하는 부분
이 있다면, CPTPP 국영기업 챕터의 적용을 받는 국영기업 또한 민간기업과 동
일하게 이윤극대화에 반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해당 활동은 ‘상업적 고려’에 따
라 행동한 것으로 인정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261)

표 2-15. 상업적 고려의 범위
GATT 제17조

CPTPP 제17.1조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

매 또는 판매조건

매 또는 판매조건

상응 내용 없음

관련 사업이나 산업에 위치한 민간소유 기업의 상
업적 결정에서 통상적으로 고려될 그 밖의 요소들

자료: GATT 제17조 제1항 제(b)호 및 CPTPP 제17.1조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그러나 위 정의에 불분명한 부분도 있다. ‘민간소유 기업의 상업적 결정에서
통상적으로 고려될 그 밖의 요소’가 동일국 내 관련 산업의 관행만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다른 국가의 관행까지도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 국가 내 특정 산업에 하나의 독점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비교대
상이 될 수 있는 국내기준이 달리 없으므로 다른 국가에서의 사업관행이 참작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62)
260) CPTPP 제17.1조: “commercial considerations means price, quality, availability, marketability,
transportation,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 or sale, or other factors that would
normally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mmercial decisions of a privately owned enterprise in
the relevant business or industry.”(밑줄첨가)
261) Haywood(201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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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경쟁적 관행 금지
CPTPP는 동 협정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지정독점(즉 정부 또는 사적독
점)이 동 지정독점이 독점하고 있는 특정 세부시장 이외의 다른 세부시장에서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다.263) 보통 경쟁챕
터에 국영기업·지점독점에 관한 규율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무역협정(유럽연합
및 EFTA 방식)에서는 당사국들이 기업활동을 제약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
러한 내용의 법령을 채택·유지할 것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서 CPTPP 국영기업 챕터상의 반경쟁적 관행 금지 의무는 일반적인 지역무역
협정 경쟁챕터상의 금지 의무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영기업
챕터 각주14에 따라 당사국은 국내 경쟁법·규정, 경제규제법·규정 또는 그 밖
의 적절한 조치의 집행 또는 이행을 통해 위 금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라) 투명성 의무
CPTPP 국영기업 챕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투명성 조항이다. CPTPP
당사국들의 국영기업 및 그 활동에 관한 정보에 다른 당사국이 접근할 수 있는
지가 국영기업 챕터의 목적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CPTPP는 투명성 의무
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두고 있다.
CPTPP가 당사국에게 발효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당사국은 자국의 국영
기업 목록을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하거나 공식 웹사이트에 달리 공개하고 이후
매년 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264) 당사국은 독점의 지정이나 기존 독점의 범
위 확대 및 그 지정 조건에 관해 다른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하거나 공식 웹사
이트에 달리 공개해야 한다.265) 다른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
은 국영기업·지점독점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266) 다른 당사
262)
263)
264)
265)

Ibid.
CPTPP 제17.4조 제2항 제(d)호.
CPTPP 제17.10조 제1항.
CPTPP 제17.10조 제2항.

84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국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단, 해당 정책·프로그램이 당사국 사이의 무역이나 투자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이 그러한 요청 내에 포
함되어 있어야 한다.267)
당사국이 제공하는 국영기업 관련 정보는 정보요청 당사국이 해당 정책·프로
그램의 운영을 이해하고 당사국 사이의 무역·투자에 미치는 또는 미칠 수 있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며, (ⅰ) 해당 정책·프로그램
하에서 제공된 비상업적 지원의 유형(예: 무상공여 또는 대출), (ⅱ) 비상업적 지
원이나 자기자본을 제공하는 정부기관·국가기업·국영기업의 명칭 및 비상업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국영기업의 명칭 등 10가지 요소에 관한 정
보가 포함되어야 한다.268)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 정책·프로그램에 관
한 정보 요청을 받았으나 자국이 그러한 정책·프로그램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국은 정보요청 당사국에게 이러한 사실
을 서면으로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269) 그리고 당사국의 서면답변에 위 10가
지 요소에 관한 정보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이에 관해 설명을
해당 서면답변 상에 제공해야 한다.270)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사국이
정보요청 당사국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할 경우, 정보요청 당사국
은 정보제공 당사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271)

266) (a) 해당 국영기업에 대해 당사국 및 당사국의 국영기업·지점독점이 누적적으로 소유하는 지분율, (b) 해당 국
영기업에 대해 당사국 및 당사국의 국영기업·지점독점이 보유하는 특수지분, 특별의결권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설명(단, 이러한 권리가 동 국영기업의 일반적인 보통주에 부여된 권리와 상이한 경우에 그러함), (c) 해
당 국영기업 이사회의 집행임원 또는 구성원인 정부관료의 직위, (d) 정보가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 3년 기간
동안의 해당 국영기업 연간소득 및 총자산, (e) 당사국의 국내법 하에서 해당 국영기업이 향유하고 있는 모든
면책 및 면제, (f) 서면요청 시, 해당 국영기업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추가 정보(연차 재무보
고서, 외부감사 등 포함). CPTPP 제17.10조 제3항.
267) CPTPP 제17.10조 제4항.
268) CPTPP 제17.10조 제5항 제(a)호 내지 제(j)호.
269) CPTPP 제17.10조 제6항.
270) CPTPP 제17.10조 제7항.
271) CPTPP 제17.10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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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투명성 의무에도 다양한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첫째, 동 협정 회원국 중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투명성 의무에 대해 예외나 유보를 일
부 첨부하였다. 브루나이는 자국 투자청(Brunei Investment Agency), 특수
목적 투자펀드 등을 모든 투명성 의무로부터 적용 배제시켰다.272) 말레이시아
와 싱가포르도 부속서 17-E 및 17-F에 각각 자국의 적용배제를 기재해놓았다.
둘째, 자국의 국영기업을 파악할 의무에 대해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는 일정한 과도기간을 설정해 놓았다.273) 다른 CPTPP 당사국들이 이들 국가의
국영기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영기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
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모든 투명성 의무에 대해 과도기간을
부여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274)
마) 비상업적 지원에 대한 규제
CPTPP 국영기업 챕터는 정부의 국영기업 지원으로 인해 야기되는 시장왜
곡 문제를 다루기 위해 WTO 보조금협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CPTPP 당사국은 ‘비상업적 지원(NCA: non-commercial assistance)’을
국영기업에 제공함으로 인해 국영기업의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나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275) 또한 당사국은 자국 국영기업이 자국의 다른
국영기업에 공여하는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해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
과가 야기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276)
비상업적 지원이란 “국영기업의 정부 소유 또는 통제를 이유로 하는,277) 국
272)
273)
274)
275)
276)
277)

CPTPP 제17.10조 각주 26.
CPTPP 제17.10조 각주 28, 29.
Haywood(2016), p. 8.
CPTPP 제17.6조 제1항 및 제3항.
CPTPP 제17.6조 제2항.
“국영기업의 정부 소유 또는 통제를 이유로 하는(by virtue of that state-owned enterprise’s government ownership or control)”이란 당사국, 당사국의 국가기업 또는 국영기업이 (ⅰ) 당사국의 국영기업 지
원에의 접근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ⅱ) 당사국이 제공하는 지원을 국영기업이 압도적으로 사용하는
(predominately used) 경우이거나, (ⅲ) 당사국 국영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disproportionately
large)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ⅳ) 지원 제공에 있어서 재량권의 행사를 통해 당사국 국영기업에
그 밖의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CPTPP 제17.1조). 한편 CPTPP 제17장은 특정성 기준을 명
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규정을 통해 WTO 보조금협정 제2조 제1항 제(c)호의 ‘사실상 특정성(de 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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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ⅰ) 자금의 직접이전 또는 자금이
나 채무의 잠재적인 직접이전 즉 (A) 무상공여나 채무감면, (B) 해당 기업이 상
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 대출보증, 또는 그 외
유형의 금융지원, (C) 위험자본의 제공 등 통상적인 투자관행에 불일치하는 민
간투자자의 지분참여, 또는 (ⅱ) 해당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일반적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가 해당된다.278) CPTPP는 그러한 활동이 부정적 효과279)나 피해280)
를 야기할 경우 해당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영기업에 비상업적 지원을 공여하는 행위 및 국영기업이
다른 국영기업에 비상업적 지원을 공여하는 행위 자체가 CPTPP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동 협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해 (ⅰ)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와 (ⅱ) 다른 당사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두 가지 경우로 제한된다.

표 2-16. 비상업적 지원에 관한 CPTPP 제17.6조의 주요 내용
의무의 성격 금지 대상

제1항

제2항

당사국이
직접
부담하는
금지 의무

당사국의
관리·감독
의무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 유형
(a) 국영기업의 상품 생산·판매
와 관련하여

부정적
효과

(b) 국영기업의 한 당사국으로부
터 다른 당사국으로의 서비
스 공급과 관련하여
(c) 다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서비스 공급281)과 관련하여

부정적
효과

금지의무의 내용
당사국은 자국 국영기업에 직간
접적으로 공여하는 비상업적 지
원을 통해 다른 당사국의 이익
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해서는
안 됨.
당사국은 자국의 한 국영기업이
다른 국영기업에게 공여하는 비
상업적 지원을 통해 다른 당사
국의 이해에 부정적 효과를 야
기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상동

specificity)’에 상응하는 기준을 제17장에 반영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278) CPTPP 제17.1조.
279) CPTPP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
280) CPTPP 제17.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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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계속
의무의 성격 금지 대상

제3항

당사국이
직접
부담하는
금지 의무

피해

제4항

부정적
효과의 간주

-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 유형
(a) 다른 당사국(B)의 영역 내에
서 당사국(A) 국영기업의 상
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비상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b) 동종상품을 다른 당사국(B)
의 영역 내에서 해당 당사국
(B)의 국내산업이 생산·판매
하는 경우

금지의무의 내용

당사국(A)은 자국 국영기업282)
에 직간접적으로 공여하는 비상
업적 지원을 통해 다른 당사국
(B)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
해서는 안 됨.

한 당사국의 국영기업이 동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공급한 서비스의
경우,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자료: CPTPP 제17.6조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WTO 보조금협정의 경우 회원국이 보조금의 사용을 통해 다른 WTO 회원
국에게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그
세부 유형으로서 (ⅰ) 피해(injury),283) (ⅱ) 무효화 또는 침해(nullification
or impairment),284) (ⅲ)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285) 등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즉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피해’를 보조금 공여로 인해 발생
한 ‘부정적 효과’의 한 가지 세부유형으로 보는 반면, CPTPP에서는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서 ‘피해’와 ‘부정적 효과’를 병렬적으로 보고 있
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다. WTO 보조금협정 제5조의 무효화 또는 침
해 개념은 CPTPP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WTO 보조금협정은 기업의 상품 무역에만 적용되나 CPTPP는 국영기
업의 상품 생산·판매, 국경간 서비스 공급, 또는 다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서
비스 공급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규정의 내용상 일정한 차이가 있다. 즉 WTO
보조금협정은 상품무역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만을 규정한
281) 단 해당 다른 CPTPP 당사국이나 그 밖의 CPTPP 당사국의 영역 내 위치한 대상투자에 해당하는 기업을 통
한 경우이어야 한다. CPTPP 제17.6조 제1항 제(c)호.
282) 단 비상업적 지원국(A국)의 국영기업이 다른 당사국(B국)의 영역 내에서 대상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한
다. CPTPP 제17조 제3항 두문.
283) WTO보조금협정 제5조 제(a)항.
284) WTO보조금협정 제5조 제(b)항.
285) WTO보조금협정 제5조 제(c)항.

88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반면, CPTPP는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286) 및 다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서비스 공급287)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288)
다른 당사국(투자유치국) 내에 투자·설립한 자국(투자국)의 국영기업에 비상업
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동종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투자유치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289)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또
한 국영기업이 관련된 경우로 한정되기는 하나, WTO GATS에서는 다루지 못
하고 있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CPTPP는 일부290) 포함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1)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부정적 효과
CPTPP 당사국은 자국 국영기업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야기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지분 참여, 채무 면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CPTPP에서의 부정적 효과 개념은 WTO 보조금협정의 ‘심각한 손상’에 상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WTO 보조금협정 제6조는 심각한 손상의 판단기준으
로서, (ⅰ)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 공여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
수입이 배제되거나 방해되는 경우,291) (ⅱ) 보조금으로 인해 제3국 시장으로의
다른 당사국 동종상품 수출이 배제되거나 방해받는 경우,292) (ⅲ) 보조금으로
인해 동일 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상품 가격에 비해 보조금 공여국 상품
286)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은 GATS에 규정된 서비스 공급 유형 중 ‘Mode 1’에 해당된다. GATS
제1조 제2항 제(a)호.
287) 다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서비스 공급 즉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는 GATS에 규정된 서비스
공급 유형 중 ‘Mode 3’에 해당된다. GATS 제1조 제2항 제(c)호.
288) CPTPP 제17.6조 제1항 제(b)호, 제(c)호 및 제2항 제(b)호, 제(c)호.
289) CPTPP 제17조 제3항.
290) 국영기업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제
17.6조 제1항 및 제2항). 반면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CPTPP는 그러한
지원이 국영기업의 (서비스 공급이 아닌) ‘상품’ 생산·판매에 제공된 경우만을 규율한다(제17.6조 제3항).
291) WTO 보조금협정 제6조 제3항 제(a)호.
292) WTO 보조금협정 제6조 제3항 제(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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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현저한 가격인하(significant price undercutting),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
(significant price suppression), 가격하락(price depression) 또는 판매감
소(lost sales)가 발생하는 경우293)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판단기준은 CPTPP에서는 부정적 효과의 판단기준이다.

표 2-17.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심각한 손상’ 판단기준(제6조 제3항)
심각한 손상의
발생 위치

판단기준

1

보조금 공여국 내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 공여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 수
입이 배제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2

제3국 시장

보조금으로 인해 제3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 수출이 배
제되거나 방해받는 경우

3

보조금 공여국,
심각한 손상을 입은
국가, 또는 제3국

보조금으로 인해 동일시장에서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의 가격에 비해
보조금 공여국 상품에 현저한 가격인하,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 가격
하락 또는 판매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

특정 일차상품 또는 산품에 지급된 보조금으로 인해, 해당 일차상품
또는 산품에 대한 보조금 공여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이전 3년간 평
균 점유율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러한 증가가 보조금 지급 기간에
걸쳐 일관된 추세로 나타나는 경우

4

자료: 이천기(2018), p. 82.

CPTPP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해 (ⅰ)
비상업적 지원 제공국 내에서 다른 당사국 동종상품의 판매 또는 수입이 배제
되거나 방해받는 경우,294) (ⅱ) 다른 당사국 시장이나 비당사국 시장에서 해당
다른 당사국 동종상품의 판매 또는 수입이 배제되거나 방해받는 경우,295) (ⅲ)
당사국 시장이나 비당사국 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현저한 가격인하, 현저한 가
격인상 억제,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가 발생하는 경우,296) (ⅳ) 같은 시장 내

293) WTO 보조금협정 제6조 제3항 제(c)호.
294) CPTPP 제17.7조 제1항 제(a)호. 상대적 시장점유율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배제 또는 방해’에 해당
된다. 단 이는 ‘배제 또는 방해’의 한 유형에 불과하며, 이 개념의 범주에 관해 추가적인 구체화 작업이 이루
어질 가능성이 있다. Haywood(2016), p. 9.
295) CPTPP 제17.7조 제1항 제(b)호 (ⅰ)목 및 (ⅱ)목.
296) CPTPP 제17.7조 제1항 제(c)호 (ⅰ)목 및 (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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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다른 서비스공급자의 동종 서비스를 배제 또는 방해하는 경우,297) (ⅴ)
당사국 시장에서 해당 서비스의 현저한 가격인하,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 가격
하락, 또는 판매감소298)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ⅰ) CPTPP 서명 이전에 제공된 비상업적 지원의 경우,299) 또는 CPTPP
서명 이전에 제정된 법률·의무에 근거하여, 동 협정 서명 3년 이후에 제공되게
된 비상업적 지원의 경우300)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 위
규정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ⅱ) 국영기업에의 최초 출자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301) (ⅲ) 당사국 내에서302) 서비스를 주로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국가가 지배지분을 확보하는 행위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303)

(2)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CPTPP의 한 당사국(A)이 다른 당사국(B)에 투자를 하여 국영기업을 설립하
였고, 해당 다른 당사국(B)의 시장 내에서 상품 생산·판매를 돕기 위해 비상업
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지원을 받은 국영기업이 생산·판매한 상품은
투자유치국(B)의 관련 국내산업과 B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국영기업에 제공된 비상업적 지원은 투자유치국(B)의 국내산업에 피
해(injury)를 야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위 규정은 WTO 보조금협정 제5조
제(a)항 및 제15조에서의 피해 개념을 국영기업의 맥락에서 일부 변형하여 도
입한 것이라 보인다. WTO 보조금협정은 ‘상품 수입’을 매개로 피해가 야기되
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CPTPP는 한 당사국(A)이 투자하여 다른 당사국
(B)에 설립한 국영기업의 상업활동(상품 생산·판매)을 매개로 하여 피해가 야
297)
298)
299)
300)
301)
302)
303)

CPTPP 제17.7조 제1항 제(d)호.
CPTPP 제17.7조 제1항 제(e)호.
CPTPP 제17.7조 제5항 제(a)호.
CPTPP 제17.7조 제5항 제(b)호.
CPTPP 제17.7조 제6항.
즉 이 예외는 국영기업의 ‘국경간’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CPTPP 제17.7조 제1항 제(d)호 참고.
CPTPP 제17.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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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CPTPP 제17.6조에 따라, 위 금지 의무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
다. (ⅰ) 한 당사국(A)이 다른 당사국(B)에 위치한 자국 국영기업에 해당 기업의
상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비상업적 지원을 하고,304) (ⅱ) 비상업적 지원
대상인 동 국영기업의 상품 생산 및 판매는 다른 당사국(B)에서의 국내 상품 생
산·판매를 위한 것이며, (ⅲ) 동 국영기업은 다른 당사국(B)에서 이루어진 회원
국(A)의 대상투자에 해당되고,305) 그리고 (ⅳ) 동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상품
과 동종(like)인 상품을 다른 당사국(B)의 국내산업도 생산·판매하며,306) (ⅴ)
당사국(A)의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해 다른 당사국(B)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
생하는 경우이어야 한다.307)

5) 예외: 상업적 고려와 비차별대우 의무에 대한 유보 및 면제
WTO 협정과 달리, CPTPP에서는 상업적 고려 및 비차별대우 규정에 대해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308)에 관한 부속서 형식으로 유보
가 첨부될 수 있다. 비합치조치 부속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기는 하나,
WTO 협정과 달리 CPTPP에서 일정한 예외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
보는 국영기업 챕터가 서비스 부문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
의 상쇄조치라 할 수 있다.309)
304)
305)
306)
307)
308)

CPTPP 제17.6조 제3항 제(a)호.
CPTPP 제17.6조 제3항 두문.
CPTPP 제17.6조 제3항 제(b)호.
CPTPP 제17.6조 제3항 두문.
TPP 협상 당시 협상국들은 전 산업부문에 적용되는(sector-wide) 예외를 두고 “비합치조치(NCMs: NonConforming Measures)”라고 칭하였다.
309) 한편 TPP 협상 당시 미국은 첫째, 전 산업부문에 적용될 예외를 두는 것에 반대하였다. 즉 비합치조치는 명
시적으로 확인된 국영기업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둘째, 미국은 해당 국영기업이 민간부문과의
경쟁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비합치조치가 한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미국은
비합치조치가 (당시) TPP상 보조금 규칙, 규제혜택 관련 규칙,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지시에
관한 규칙 등 세 개 규칙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공공운송서비스를 제외시키
기를, 베트남은 통신, 섬유, 해상운송 부문을 한시적으로 (당시) TPP 국영챕터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기를 희
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CPTPP 17장 국영기업 챕터에는 비합치조치가 허용되게 되었다. 당사국들은 부속서
IV[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비합치조치(State빲Owned Enterprises and Designated Monopolies NonConforming Measures)]에 자국의 비합치조치를 기재할 수 있다.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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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보 외에도, CPTPP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첫째, 회원
국이 국가적 또는 전 지구적 경제 비상사태(economic emergency)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에는 CPTPP 제17.4조(비차별대우 및 상업적 고
려)와 제17.6조(비상업적 지원)가 적용되지 않는다.310) 둘째, 무역금융, 해외
투자금융,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약정(OECD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등 국영기업이 정부의 위임에 따라 제공한 금융
서비스에는 제17.4조 제1항의 상업적 고려 및 비차별대우의무가 적용되지 않
는다. 단 이 적용배제를 위해서는 그러한 금융이 상업적 금융을 배제하고자 하
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시장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부여되는 경우이어야 한다.311) 셋째, 이전 3년 중 1년의 총매출이
2억 SDR 이하인 국영기업에는 CPTPP 제17.4조(비차별대우 및 상업적 고려)
및 제17.6조(비상업적 지원), 제17.10조(투명성), 제17.12조(국영기업 및 지
정독점 위원회)가 적용되지 않는다.312)
아울러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상기 예외사유 외에도, 국가별 부속서에 구
체적인 특칙 또는 적용배제사유가 반영되어 있다. 국가별 부속서에는 또한 일
부 당사국이 국영기업 챕터를 이행하는 데 추가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과도기
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13)

라. USMCA 제22장
1) 의의
USMCA는 NAFTA를 개정하고 현대화한314)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의

310)
311)
312)
313)
314)

당사국들이 자국의 비합치조치를 기재한 상태다. Bhala(2017), p. 9; Haywood(2016), p. 7.
CPTPP 제17.13조 제1항.
CPTPP 제17.13조 제2항.
CPTPP 제17.13조 제5항 및 부속서 17-A 제1항.
USTR, TPP Chapter Summary – State-Owned Enterprises(SOEs), p. 3.
단 기술적으로는, USMCA는 NAFTA 개정본이라기보다는 독립된 별개의 조약이다.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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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으로서, 2018년 9월 30일에 체결, 2018년 11월 30일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후 원산지규정, 지식재산권, 노동 및 환경 챕터 등에 관해 추가·
개정 내용이 포함된 USMCA 개정의정서315)에 대해 2019년 12월 10일에 서
명이 이루어졌다.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개정 USMCA는 2019년 12월
12일 멕시코 상원을 통과하였고 동 월 19일에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316)
캐나다의 경우 의회일정으로 인해 2020년 1월 27일 이후에 개정 USMCA의 비
준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USMCA는 상품 및 서비스무역, 원산지규정,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SPS/TBT, 외국인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노동 및 환경기준 등
을 관장하는 포괄적인 협정으로서, 34개 챕터, 4개 부속서, 미국·멕시코·캐나
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14개 부속서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제22장에
국영기업 및 지점독점에 관한 챕터(이하 ‘국영기업 챕터’)가 신설되었다. 국영
기업은 NAFTA의 경쟁정책 챕터의 일부로서 기존에도 다루어져 왔으나,
USMCA는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규칙에 관한 별개의 챕터를 신설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USMCA는 NAFTA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 캐나다와 멕시
코에만 상이한 국영기업 정의가 적용되었던 것을 폐지하였다.317)
USMCA의 국영기업 챕터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는 처음으로 규정된 규범이다. 여기에는 특히 국영기업에 공여되는 보조금 중
무역왜곡 효과를 가지는 일정 보조금 유형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WTO 보조금 규범의 수준을 넘어서는 ‘WTO plus’ 요소이자
기존의 어떠한 무역협정에서보다도 높은 수준의 의무이다.318) 국영기업의 시

315)
316)
317)
318)

Canada, and Mexico Announce New Trilateral Trade Agreement to Replace NAFTA”(2018. 10.
2), 온라인 기사(최종 검색일: 2019. 11. 5).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Canada, December 10, 2019(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3).
Se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H.R.5430, 116th Congress
(2019-2020), Sec. 3(9)(A).
“SOE chapter in USMCA broadens definitions, mirrors scope of TPP”(2018. 10. 4).
USTR(2018),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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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왜곡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319)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수지분이나 간접소유 지분을 통해 정부가 기
업을 통제하는 경우까지를 동 챕터의 적용범위로 포섭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정
의를 확대하였다는 점도 USMCA 국영기업 챕터만의 특징이다.320)

2) NAFTA와의 비교
NAFTA는 1994년 1월 1일 발효 이후 미국·멕시코·캐나다 사이에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있어 관세를 철폐하였다. USMCA의 당사국은 NAFTA와 동
일하나, 이들 세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통상규칙을 수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USMCA는 디지털무역(제19장), 부정부패 방지(제27장), 모범규제관행(제
28장), 중소기업(제25장)에 관한 챕터 등 NAFTA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거나
단독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무역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챕터(제2장)와 노동 챕터(제23장)처럼, NAFTA에서 다루어졌던 분
야들도 USMCA에서는 상당히 변경된 형태로 반영된 내용이 많다.

표 2-18. USMCA와 NAFTA의 국영기업 관련 규범 비교
USMCA

NAFTA

상업적
고려

∙ 당사국은 자국 국영기업·지정독점이 상
품 및 서비스 매매에 있어 상업적 고려에
따라 운영될 것을 보장.

∙ 국영기업·지정독점 문제를 다루는 별도
챕터가 없으며, 경쟁정책·독점·국영기
업 챕터(제15장)에서 일부 다뤄짐.

관할권

∙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국영
기업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민사적 청구
에 있어 자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

상응 규정 없음.

319) USITC(2018), hearing transcript, November 16, pp. 368, 374, 428;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Written submission to the USITC, December 17, 2018, pp. 3–7.
320) USTR(2018), p. 29. 한편 국영기업과 지정독점은 미국이나 멕시코보다 캐나다에서 여왕직속기관(Crown
corporation)과 관련하여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 여왕직속기관은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소유하는 독립기업이
다. USITC(2019), U.S.빲Mexico빲Canada Trade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TPA 105-003, April,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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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계속
USMCA

NAFTA

비상업적
지원

∙ 무상공여, 채무면제, 시장조건보다 유리
한 조건의 대출 및 대출보증, 출자전환 등
이 ‘비상업적 지원’으로 분류됨.
∙ 비상업적 지원 중 (ⅰ) 당사국 국영기업
등이 신용불능 국영기업에게 제공된 대
출 또는 대출보증, (ⅱ) 일정 경우, 파산
상태이거나 파산을 앞두고 있는 국영기
업에 다른 국경기업이 제공한 비상업적
지원, (ⅲ) 일정 경우, 국영기업의 미상환
채무의 출자전환 제공 금지.

상응 규정 없음.

국내산업
피해
(injury)

∙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국영기업이 받는
비상업적 지원에 의한 생산량, 당사국 국
내산업이 판매하는 동종상품 가격에 미
치는 영향, 국내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
에 근거하여, 동 국영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음.

상응 규정 없음.

비상업적
지원의
공개

∙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
은 소유지분율, 의결권, 연 수익, 자산총
액 등 국영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상응 규정 없음.

∙ USMCA는 국영기업을 상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당사국이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직접 또
는 간접적인 소유권을 통해 통제할 권한
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 국영기업
챕터는 중앙은행, 금융서비스를 규제·감
독하는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 NAFTA에서 캐나다는 자국 금융관리법
(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여왕직속기관(Crown corporation)을 국
영기업으로 지정.
∙ 멕시코는 자국 농산물공사(CONASUPO)
를 국영기업의 범위에서 배제.

∙ USMCA는 기존 TPP상의 국영기업 정
의에 기초하되, 소수지분이나 간접소유
지분의 경우까지 적용범위로 포함.

∙ 중앙은행을 적용범위에서 배제.

정의

위원회
신설

∙ 당사국들은 당사국 정부대표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의한 무
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 위원회는 또한 민간부문 중소기업, 학계
전문가, 관련 NGO들 간 소통을 촉진.

상응 규정 없음.

자료: USITC(2019), U.S.빲Mexico빲Canada Trade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TPA 105-003, April, p. 24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roposed U.S.빲Mexico빲Canada(USMCA) Trade Agreement,” IN FOCUS(2019.
2. 22)를 기초로 추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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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TPP와의 비교
USMCA 국영기업 챕터는 여러 면에서 CPTPP의 국영기업 규범과 매우 유
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USMCA가 CPTPP보다
더 나아간 부분도 있다. 첫째, 국영기업을 보다 넓게 정의하였다. USMCA는 정
부가 다수지분을 보유한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소수지분을 통해 통제하고 있는
기업도 국영기업 개념에 포함된다. USMCA는 또한 국영기업의 적용배제 사유
중 하나인 최소 수익기준을 CPTPP보다 더 낮추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국
영기업이 동 챕터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둘째, CPTPP 국영기업 챕터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을 금
지하고 있다. USMCA는 더 나아가 국영기업에 제공되는 특정 3개 유형의 보조
금을 금지하였다. 즉 (ⅰ) 파산하였거나 또는 파산이 임박한 국영기업에 지급되
는 보조금(단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 계획이 없는 경우에 그러하다), (ⅱ) 국
유은행과 같은 국영기업이 신용할 수 없는 국영기업에 대출 또는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ⅲ) 비상업적인 성격의 국영기업 출자전환은 USMCA상 ‘금
지’되며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가 달리 입증될 필요가 없다.
셋째, USMCA의 경우 CPTPP와 달리 당사국의 국부펀드, 당사국의 정부기
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적용면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
므로 예를 들어, CPTPP 국영기업 챕터의 경우 국부펀드를 원칙적으로 적용배
제 대상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 동 챕터가 적용되나,321) USMCA 국영기업 챕
터는 예외 없이 국부펀드에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USMCA 국영기업 챕터가 동 협정의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
는다는 점은 CPTPP와 동일하다.

321) (ⅰ) 국부펀드를 통해 당사국이 간접적으로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7.6.1조 및 제17.6.3조가
적용되고, (ⅱ) 국부펀드의 비상업적 지원 제공에 관해서는 제17.6.2조가 적용된다. CPTPP 제17.2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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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범위: 국영기업의 범위 확대
가) 국영기업의 정의
CPTPP와 마찬가지로 USMCA도 소유(ownership) 및 통제(control) 기준
에 근거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즉 상업적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
으로서, (ⅰ) 당사국이 자본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ⅱ) 당사
국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소유지분을 통해 50% 이상의 의결권 행사를 통제
하거나, (ⅲ) 당사국이 간접소유 지분이나 소수지분 등 그 밖의 소유지분을 통
해 기업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ⅳ) 당사국이 이사회 또는 그 밖
에 이에 상응하는 경영진 구성원의 다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USMCA의 ‘국영기업’에 해당된다.322)
앞서 검토한 CPTPP는 정부가 기업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직접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USMCA는 정부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을 통해 특정 기업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까지 국영
기업의 정의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기업지분의 간접 소유라 함은
당사국 정부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가기업을 통해 한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323) 또한 소수지분을 통해 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를 국영기업 개념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큰 차이이다.

표 2-19. USMCA상 국영기업의 정의

Article 22.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제22.1조(정의)
이 장의 목적상,

[...]

322) USMCA 제22.1조.
323) USMCA 제22.1조 각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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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9. 계속

state-owned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that is principally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and in which a Party:

국영기업이라 함은 상업적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다음의 기업을 의미한다.

(a) directly or indirectly7 own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share capital;

(a) 당사국이 자본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7 소유하거나,

(b) controls, through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interests, the exercise of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rights;

(b) 당사국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소유지분을
통해 50% 이상의 의결권 행사를 통제하거나,

(c) holds the power to control the enterprise through any other ownership interest, including indirect or minority ownership; 8 or

(c) 당사국이 간접소유 지분이나 소수지분 등 그
밖의 소유지분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8 또는

(d) holds the power to appoint a majority of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ny other equivalent management body.

(d) 당사국이 이사회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경영진의 구성원 다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7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the term
“indirectly” refers to situations in which a Party
holds an ownership interest in an enterprise
through one or more state enterprises of that
Party. At each level of the ownership chain,
the state enterprise – either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other state enterprises – must
own, or control through ownership interests,
another enterprise.

7 이 정의의 목적상, “간접적으로”라 함은 당사국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가기업을 통해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각 소유사슬 단계에서, 국
가기업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기업과 결합하여,
소유지분을 통해 다른 기업을 소유해야 한다.

8 For the purposes of this subparagraph, a Party
holds the power to control the enterprise if,
through an ownership interest, it can determine
or direct important matters affecting the enterprise, excluding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s.
In determining whether a Party has this power,
all relevant legal and factual elemen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on a case-by-case basis.
Those elements may include the power to determine or direct commercial operations, including major expenditures or investments; issuances of equity or significant debt offerings; or
the restructuring, merger, or dissolution of the
enterprise.

8 이 호의 목적상, 당사국이 소유지분을 통해 기업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을 결정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기업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
는 것이다. 단 소수주주 보호의 경우는 여기서 제외된
다. 당사국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법적, 사실적 요소가 사안별
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소에는 상업활동(주요
지출이나 투자 포함)을 결정하거나 지시할 권한, 주식
발행 또는 상당한 채권발행, 또는 구조조정이나 합병,
기업 해산 등이 포함된다.

자료: 원문(영문)은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FTA/USMCA/Text/22_StateOwned_Enterprises.pdf(최종 검색일: 2019. 12. 30)을 참고, 국문은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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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CPTPP와 USMCA의 국영기업 정의 비교
CPTPP 제17.1조

USMCA 제22.1조

an enterprise that is principally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in which a Party:
(상업적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

좌동

(a) directly owns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자본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

(a) directly or indirectly own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share capital;
(자본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

(b) controls, through ownership interests,
the exercise of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voting rights;
(소유지분을 통해 50% 이상의 의결권 행사
를 통제)

(b) controls, through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interests, the exercise of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rights;
(직간접소유 지분을 통해 50% 이상의 의결
권 행사를 통제)

상응 규정 없음

(c) holds the power to control the enterprise through any other ownership interest, including indirect or minority
ownership; or
(간접소유 지분, 소수지분 등 그 밖의 소유지
분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c) holds the power to appoint a majority of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ny other equivalent management body.
(이사회 위원 또는 그 밖의 상응하는 경영진
의 다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좌동

자료: CPTPP 제17.1조와 USMCA 제22.1조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나) 연혁
이처럼 USMCA 국영기업 정의의 큰 틀은 CPTPP의 국영기업 정의와 동일
하되, 정부가 기업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되도록 그 범
위를 더 확장시켜놓았다. 이는 CPTPP의 국영기업 정의에 대해 미국 국내적으
로 지적된 사항을 반영, 추가 보완한 형태라고 평가된다.
전술하였듯 CPTPP는 국영기업을 정부가 다수지분이나 이사회 임명권을 통
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며, 간접소유 지분 및 소수지분
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 TPP 협상 당시 미국은 정부가 소수지분을 통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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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제하는 경우까지 국영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였으나, 다른 협
상국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324) 그러자 미 하원 세입위원회
(Committee on Ways and Means)의 샌디 레빈 의원을 중심으로 TPP 국영
기업 규칙의 적용에 허점이 있다며 비판이 제기되었다. TPP의 국영기업 정의
대로라면,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하였으나 50% 이하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
고, 그 외 주주들이 정부보다 적은 지분을 개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TPP 국영기업 챕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325)
이러한 배경에서 NAFTA 개정 협상 당시 미국은 개정 NAFTA가 CPTPP에
서보다 국영기업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등 ‘TPP Plus’ 수준의 국영기업 규칙
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요구하였다. 미국은 정부가 보유한 지분이 다수지분에는
미치지 못하나 회사의 경영권 행사에 충분한 수준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까지도 개정 NAFTA(현 USMCA)의 적용범위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당
시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측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326)
첫째,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제안은 캐나다빲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에
서 합의된 규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기에 미국 제안에 동의할 유인이 많지
않았다.327) 또한 캐나다는 중국과 무역협상 개시를 검토 중에 있었다. 중국경
제 내에는 국영기업 및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개정
NAFTA(현 USMCA)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국영무역 규칙을 수락할 경우,
캐나다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추후 협상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328) 둘째, 기업들도 미국이 제시한 개정안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당시 있었다. 국영기업 챕터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국영기업의 수준까지는 아니나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
는 캐나다, 멕시코 기업들과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
324) “U.S. seeks NAFTA state-owned enterprise provisions that go beyond TPP’s”(2017. 10. 26); “U.S.,
EU, Japan commit to address WTO subsidy rules, tech transfer”(2018. 6. 7).
325) “U.S. seeks NAFTA state-owned enterprise provisions that go beyond TPP’s”(2017. 10. 26).
326) “U.S., EU, Japan commit to address WTO subsidy rules, tech transfer”(2018. 6. 7).
327) “U.S. seeks NAFTA state-owned enterprise provisions that go beyond TPP’s”(2017. 10. 26).
328) Ibid.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 101

려에서였다.329)

5) 주요 의무
USMCA 당사국들은 자국의 국영기업이 상업적 고려에 따라 행동하고 상품·
서비스의 매매에 있어 다른 USMCA 국적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
하도록 보장하며, 다른 당사국에게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비상업적 지원을
금지하는 등 USMCA에 따른 주요 의무는 CPTPP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가) 비차별대우 및 상업적 고려
USMCA에 신설된 국영기업 챕터에 따라, 당사국들은 자국의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이 상업적 고려에 따라 매매 활동을 수행하고, 자국 국영기업이 다른
USMCA 당사국 국적의 기업, 상품, 서비스를 비차별적으로 대우하도록 보장
해야 한다.330) CPTPP와 마찬가지로, USMCA의 상업적 고려 개념에는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조건뿐 아니라 해당 사
업·산업에 종사하는 민간소유 기업이 상업적 결정을 내리는 데 통상적으로 고
려할 그 외 요소들이 포함된다.

표 2-21. 상업적 고려의 범위
GATT 제17조

CPTPP 제17.1조

USMCA 제22.1조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 조건 수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 조건 수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 조건
관련 사업이나 산업에 위치한 민 관련 사업이나 산업에 위치한 민
상응 내용 없음

간소유 기업의 상업적 결정에서 간소유 기업의 상업적 결정에서
통상적으로 고려될 그 밖의 요소들 통상적으로 고려될 그 밖의 요소들

자료: GATT 제17조 제1항 제(b)호, CPTPP 제17.1조, USMCA 제22.1조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329) Ibid.
330) USMCA 제22.4조 제1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Proposed USMCA and U.S. Trade
Relations with Mexico”, Memorandum(2018. 10. 30), p. 6; USTR(2018),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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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영기업에 부여되는 비상업적 지원 금지 또는 규제
당사국은 원칙적으로331) 자국의 국영기업에게 제22.6조 제1항에 언급된 세
가지 유형의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332) 즉 (ⅰ) 제1항에 언급된
세 개 유형 중 제(b)호 및 제(c)호 유형의 비상업적 지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333) (ⅱ) 자국의 국영기업이 제1항에 언급된 세 개 유형의 비
상업적 지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334) 이는
CPTPP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CPTPP는 국영기업의 활동을 일
부 제한할 뿐, 금지되는 보조금의 유형을 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표 2-22. USMCA상 비상업적 지원 금지 의무(제22.6조)

Article 22.6: Non-Commercial Assistance

제22.6조(비상업적 지원)

1. The following forms of non-commercial
assistance, if provided to a state-owned
enterprise primarily engaged in the production or sale of goods other than
electricity, are prohibited:13

1. 다음 유형의 비상업적 지원은, 전기 외 다른 상
품의 생산이나 판매에 주로 종사하는 국영기업
에게 제공되는 경우 금지된다.13

(a) loans or loan guarantees provided by a
state enterprise or state-owned enterprise of a Party to an uncreditworthy
state-owned enterprise of that Party;14

(a) 당사국의 국가기업이나 국영기업이 동 당사국
의 신용불능 국영기업에게 제공된 대출 또는
대출보증14

(b) non-commercial assistance provided
by a Party or a state enterprise or stateowned enterprise of a Party to a stateowned enterprise of that Party, in circumstances where the recipient is insolvent15 or on the brink of insolvency,16
without a credible restructuring plan
designed to return the state-owned
enterpris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long-term viability; or

(b) 수혜자가 파산한 상태15이거나 파산을 앞두고
있는16 경우에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국가기업
이나 국영기업이 동 당사국의 국영기업에게 제
공된 비상업적 지원. 단 해당 국영기업이 합리
적인 기간 이내에 장기 생존을 가지는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신뢰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이 없
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331) 제22.6조 제1항 제(a)호 내지 제(c)호에 언급된 유형의 비상업적 지원이 전기의 생산이나 공급에 주로 종사하는
국영기업에 공여되는 경우는 USMCA상 금지되지 않는다. USMCA 제22.6조 제1항 두문.
332) USMCA 제22.6조 제1항 제(a)호 내지 제(c)호. [표 2-20] 참고.
333) USMCA 제22.6조 제2항.
334) USMCA 제2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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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USMCA상 비상업적 지원 금지 의무(제22.6조)
(c) conversion by a Party or a state enterprise or state-owned enterprise of a
Party of the outstanding debt of a stateowned enterprise of that Party to equity,
in circumstances where this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usual investment
practice of a private investor.17

(c) 당사국 또는 동 당사국의 국가기업이나 국영
기업에 의한, 동 당사국 국영기업의 미상환
채무의 출자전환. 단 민간 투자자의 일반적인
투자관행에 불합치하는 경우이어야 한다.17

자료: 원문(영문)은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FTA/USMCA/Text/22_
State-Owned_Enterprises.pdf(최종 검색일: 2019. 12. 30)을 참고, 국문은 저자 번역.

국영기업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해당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의 서
비스 공급, 다른 당사국 내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있어, 당사국은 (ⅰ) 국영기업
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해 다른 당사국에게 부정적 효
과를 야기해서는 안 되며,335) (ⅱ) 자국의 국영기업이 자국의 다른 국영기업에
게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함으로 인해 다른 당사국에게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336)
또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진 대상투자에 해당되는 자신의
국영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함으로 인해 다른 당사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337) 단 다른 당사국 내에 위치한 자신
의 국영기업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비상업적 지원이 제공되
고,338) 다른 당사국 내에서 해당 당사국의 국내산업에 의해 동종상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339)

335)
336)
337)
338)
339)

USMCA
USMCA
USMCA
USMCA
USMCA

제22.6조
제22.6조
제22.6조
제22.6조
제22.6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6항
제6항

제(a)호 내지 제(c)호.
제(a)호 내지 제(c)호.
두문.
제(a)호.
제(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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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이 직접 부담하는
금지 의무

제3항

제4항

당사국이 직접 부담하는
금지 의무

제2항

자국 국영기업에 대한
당사국의 관리·감독 의무

당사국이 직접 부담하는
금지 의무

제1항

의무의 성격

부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나
피해 불문,
금지보조금
그 자체

금지 대상

(c) 다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서비스 공
급342)과 관련하여

(b) 국영기업의 한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당
사국으로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a) 국영기업의 상품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국영기업의 상업활동 유형 불문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주로 관여되어
있는 국영기업에 대하여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 유형

표 2-23. USMCA 제22.6조의 주요 내용 및 CPTPP와의 비교

당사국은 자국 국영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공여
하는 비상업적 지원을 통해
-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해
서는 안 됨.

당사국은 자국의 국영기업이
- 제1항에 언급된 세 개 유형의 비상업적 지원
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세 개 유형 중 제(b)
호 및 제(c)호 유형의 비상업적 지원을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즉 국영기업이
아닌 기업에 지시·위임하는 방식으로341))
제공해서는 안 됨.

당사국은 세 가지 유형340)의 상업적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됨.

금지 의무의 내용

CPTPP
제17.6조
제1항과 동일

(즉 ‘CPTPP plus’)

없음

(즉 ‘CPTPP plus’)

없음

(즉 ‘CPTPP plus’)

없음

CPTPP의
상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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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효과

피해

자국 국영기업에 대한
당사국의 관리·감독 의무

당사국이 직접 부담하는
금지 의무

부정적 효과의 간주

제5항

제6항

제7항

CPTPP
제17.6조
제4항과 동일

(b) 동종상품을 다른 당사국B의 영역 내에
서 해당 당사국(B)의 국내산업이 생산·
판매하는 경우

한 당사국의 국영기업이 동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공급한 서비스의 경우, 부정적 효과를 야기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340)
341)
342)
343)

CPTPP
제17.6조
제2항과 동일

당사국은 자국의 한 국영기업이 다른 국영기업
에게 공여하는 비상업적 지원을 통해
- 다른 당사국의 이해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
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CPTPP
제17.6조
제3항과 동일

CPTPP의
상응규정

금지의무의 내용

당사국(A)은 자국 국영기업343)에 직간접적으
로 공여하는 그러한 비상업적 지원을 통해
- 다른 당사국(B)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
해서는 안 됨.

(a) 다른 당사국(B)의 영역 내에서 당사국
(A) 국영기업의 상품 생산 및 판매와 관
련하여 비상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상동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 유형

[표 2-20] 참고.
USMCA 제22.6조 제6항 각주18.
단 해당 다른 USMCA 당사국이나 그 외 USMCA 당사국의 영역 내 위치한 대상투자에 해당하는 기업을 통한 경우이어야 한다. USMCA 제22.6조 제5항 제(c)호.
단 비상업적 지원국(A국)의 국영기업이 다른 당사국(B국)의 영역 내에서 대상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USMCA 제22.6조 제6항 두문.

자료: USMCA 제22.6조와 CPTPP 제17.6조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

금지 대상

의무의 성격

표 2-23. 계속

다) 투명성 의무
USMCA는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 소유 및 통제의 수준, 자국
국영기업에 제공된 비상업적 지원,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모든 지분투자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등 국영기업에의 지분참여 또는 비상
업적 지원 제공에 대해 강력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였다.344)
보다 구체적으로 USMCA 당사국은 USMCA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국영기업 목록을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하거나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하고, 이후
매년 해당 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345) 다른 당사국의 서면요청 시 당사국은
서면으로 국영기업에 관한 정보,346) 자국 국영기업에게 비상업적 지원이나 자
기자본을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에 관한 정보347)를 신속하게 서면으로 제공
해야 한다. 당사국이 제공하는 국영기업 관련 정보는 정보요청 당사국이 해당
정책·프로그램의 운영을 이해하고 당사국 사이의 무역·투자에 미치는 또는 미
칠 수 있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며, (ⅰ) 해당 정
책·프로그램하에서 제공된 비상업적 지원의 유형(예: 무상공여 또는 대출),
(ⅱ) 비상업적 지원이나 자기자본을 제공하는 정부기관·국가기업·국영기업의
명칭, 그리고 비상업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국영기업의 명칭 등
10가지 요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348)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 정책·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요청을 받았으나 자국이 그러한 정책·프로그
램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국은 정보요
청 당사국에게 ‘논증된 설명(reasoned explanation)’을 서면으로 신속하게
344) USTR(2018), p. 29.
345) USMCA 제22.10조 제1항.
346) (a) 해당 국영기업에 대해 당사국과 당사국의 국가기업·국영기업·지정독점이 누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및 투표권 비율; (b) 해당 국영기업에 대해 당사국과 당사국의 국가기업·국영기업·지정독점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지분, 특별의결권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설명(단 이러한 권리가 동 국영기업의 일반적인 보통주에 부여
된 권리와 상이한 경우에 그러함); (c) 해당 국영기업 이사회의 집행임원 또는 구성원인 정부 관료의 직위;
(d) 정보가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 3년 기간 동안의 해당 국영기업 연간소득 및 총자산; (e) 당사국의 국내법
하에서 해당 국영기업이 향유하고 있는 모든 면책 및 면제; (f) 서면요청 시, 해당 국영기업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추가 정보(연차 재무보고서, 외부감사 등 포함). USMCA 제22.10조 제3항.
347) USMCA 제22.10조 제4항.
348) USMCA 제22.10조 제5항 제(a)호 내지 제(j)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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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한다.349) 그리고 서면답변에 위 10가지 요소에 관한 정보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이에 관해 논증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350) 요청
된 정보가 비밀정보라 판단할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결정에 대한 논증된 설명
을 제공해야 한다.351) 정보요청 당사국은 정보제공 당사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공받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352) 다만 자국법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
에서, 비상업적 지원이나 자기자본 제공과 관련된 재정적 기여의 양(금액)을 비
밀정보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353)

6) 평가
국영무역에 대한 산업보조금 공여와 그로 인한 경쟁왜곡, 공급과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USMCA에서 CPTPP보다 넓은 적용
범위와 높은 수준의 의무를 포함한 국영기업 챕터가 신설되어 미국의 교역상대
국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USMCA에 CPTPP-plus 수준
의 국영기업 챕터가 포함된 것이 단순히 캐나다나 멕시코 때문만은 아니며, 앞
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협상에서 USMCA의 내용이 협상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354) 특히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은 USMCA에 반영된 국영기업 규칙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직접적인
대상으로(directly aimed)” 하는 것이라 설명한 만큼,355) 현재 진행 중인 미빲
중 무역협상에 레버리지를 얻고 국영기업 규칙에 관한 일정 선례를 확보해놓으
349)
350)
351)
352)
353)

USMCA 제22.10조 제6항.
USMCA 제22.10조 제7항.
USMCA 제22.10조 제9항 1문.
USMCA 제22.10조 제9항 2문.
USMCA 제22.10조 제9항 3문. 다만 3문은 위 1,2문과 달리 “should”로 규정되어 법적 강제력이 상대적으
로 약하므로, 국영기업 지원액을 비밀정보로 “간주할 수 없다(shall)”는 의미는 아니다.
354)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USMCA를 미국의 FTA 모델로 하여 유럽
연합, 영국, 일본과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동 협정을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델(paradigmshifting model)”이라 평가한 바 있다. “The USMCA is Setting the Stage for US Bilateral
Agreements”(2019. 1. 7).
355) “Peter Navarro, Assistant to President Trump Heralds The Death of NAFTA, Birth of
USMCA”(2018. 10. 3), 온라인 영상(최종 검색일: 20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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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한 것일 수 있다. 아울러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미국이 2019년 4월 26
일 제출한 제안서(INF/ECOM/23)에는 USMCA 디지털무역 챕터와 유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다.356)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미국·유럽연합·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의
핵심도 보조금 공여주체로서의 ‘공공기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여부이다.
공공기관의 정의는 WTO 보조금협정상 매우 중요하다. 동 협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조금’의 개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보조금이기 위해서는 원
칙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여된 재정적 기여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토하였듯 미국은 상류기업, 국영기업(국유은행 포함),
에너지기업, 그 밖의 주요 투입재 생산업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
해서는 공공기관 개념이 넓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경제의
특성상 이러한 기업은 중국정부의 지시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이다.
2018년 5월 31일의 공동작업제안서357)에서 미국·유럽연합·일본은 공공기
관과 국영기업은 국가주도형 경제제도의 핵심이며 일부 회원국 정부가 국영기
업을 통해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의
시장왜곡행위 문제를 WTO 차원에서 다자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

356) “U.S. WTO E-Commerce Offer Reflects USMCA Digital Trade Chapter”(2019. 5. 6). 다만 WTO
웹페이지상 미국의 위 제안서는 현재 제한문서로 설정되어 있다.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 WTO Agreement on Digital Trade, INF/ECOM/23,
26/04/2019.
357)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May 31, 2018, Annexed Statement 1: EU-JAPAN-US SCOPING PAPER
to defin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onger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온라인 자료, 최
종 검색일: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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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이들 3개 회원국은 추후 WTO 보조
금협정 개정 논의에서 (ⅰ) ‘공공기관’의 판단 기준,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
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실체에 의한 시장왜곡행위를 어떻게 다룰 것인
지의 문제,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에 관해
논의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아래에서는 3개 회원국이 공동작업제안서에서 향
후 논의목표로 삼은 위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향후 개정방향을 전망해 보고
자 한다.

가.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위 (ⅰ)번과 관련하여, 3개 회원국은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의 개정을 통해 WTO 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넓히
려 의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존 협정문 자체의 개정은 최소화하고, 동 규
정 내에 각주를 첨가하거나 부속서(국영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예시목
록)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또는 공공기관 여부
를 판단하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 내지 기준을 WTO 보조금협정에 반영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확인하였듯 WTO 보조금협정에는 공공기관의 정의나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주로 상소기구 판정례를 통해 확립된 ‘정부권한의 위
임’이라는 다소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 기준이 사용되어왔다.358)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개정안은 정부의 권한 행사 뿐 아니라 정부를 대신해
서 기업이 행하는 활동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기관 개념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공공기관과 함께 별개로 국영기업을 보조금 공여
주체로서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3개 회원국 공동개정안에서 제안될

358) 그 결과 공공기관에 정부의 권한을 보유, 행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실체만이 해당된다고 보아
상소기구가 이전 WTO 사건들 패널보다 공공기관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왔음은 앞서 확인하였다. See, e.g.,
Appellate Body Report, US – AD/CVD (China), paras. 317-318; Appellate Body Report, US –
Carbon Steel (India), para. 4.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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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관련 공공기관 판단기준은 CPTPP 제17.1조나 USMCA 제22.1조의
국영기업 정의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CPTPP와 USMCA는 정부
의 소유지분 기준, 의결권 기준, 기업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으로 국영기
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CPTPP에서 국영기업이란 “상업
적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정부가 (ⅰ) 자본의 50% 이상을 직접 소
유하거나, (ⅱ) 소유지분을 통해 50% 이상의 의결권 행사를 통제하거나, 또는
(ⅲ) 이사회 위원 또는 그 밖의 상응하는 경영진의 다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
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USMCA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을 통해 특정
기업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리고 소수지분을 통해 정부의 통
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를 국영기업 개념에 포함시켰다. 즉 USMCA에서 국
영기업이란 “상업적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ⅰ) 당사국이 자본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ⅱ) 당사국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소유지분을 통해 50% 이상의 의결권 행사를 통제하거나, (ⅲ) 당사국이 간접소
유 지분이나 소수지분 등 그 밖의 소유지분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
고 있거나, 또는 (ⅳ) 당사국이 이사회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경영진 구성
원의 다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USMCA의 협
상연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하였듯이, 미 정치권에서는 (당시) TPP의 국
영기업 정의가 충분히 광범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USMCA에 간접·소
수지분 등 ‘TPP Plus’ 수준의 국영기업 판단기준이 들어오게 된 이유도 여기에
일부 있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도 미국을 중
심으로 USMCA 수준의 국영기업 판단기준을 반영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유럽연합·일본이 이에 반대할 경우 적어도 CPTPP 수준의 국영기업 판
단기준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USMCA는 간접소유 지분 기준에 대해 각주7에서 “당사국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가기업을 통해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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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사슬 단계에서, 국가기업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기업과 결합하여, 소
유지분을 통해 다른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최소한의 정의만을 두고 있을
뿐 정부가 기업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못하다. 국영기업의 정의에 간접소유 지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여기에 관련된 판단은 현재로서는 당사국들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라
보이며, 미국이 자국 국내법상의 간접소유 지분 판단기준을 활용하려 가능성이
있다.359) 이 부분은 USMCA 발효 후 동 협정의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360)에서 추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WTO 보조금협
정 개정에 USMCA 수준의 국영기업 판단기준이 제안될 경우에도 간접소유 지
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예: 지분율)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은 특혜 대출·대출보증 등 중국의 국유은행에 의한 보조금 지원을
문제 삼아왔으므로, 공공기관 범위에 ‘국유은행’이 포함되도록 WTO 보조금협
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국유은행을 포함한 국영기
관 중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예시목록을 신설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이며, 중국의 WTO 가입 작업반보고서361)처럼 ‘state-owned enterprises
(including banks)’ 즉 ‘국영기업(은행 포함)’ 방식으로 기술하여 중국 국유은
행이 WTO 보조금협정의 공공기관 내지는 국영기업 판단기준을 회피하지 못
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359) 이러한 맥락에서 1934년 미 방송통신법에서의 간접 FDI 지분 산출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박영덕(2013), pp.
59~60 참고.
360) USMCA 제30.2조. 자유무역위원회는 USMCA의 이행 및 운영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동 조 제1항 제(a)
호), 동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에 관한 제안을 검토(제1항 제(b)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무역위원회는 동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해 발생하는 이견과 분쟁의 해결을 추구할 수 있고((제2항
제(e)호), 동 협정 규정에 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제2항 제(f)호).
361) WTO Ministerial Conferenc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
MIN(01)/3, 10 November 2001, paras.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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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미국은 (ⅰ) 국영기업에 의한, 또는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
의 영향하에서 운영되는 기업’362)이 중국정부의 명시적 지시 없이 하류기업에
게 보조금을 암묵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정부가 직접 공여하는 보조금과 경제
적 왜곡 효과가 동일하다고 주장해왔다.363) 국영기업에 의한 보조금 공여는 위
에서 살펴보았듯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WTO 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수 있으나, 그 외 (ⅱ)번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정
이 필요하다.
현행 WTO 보조금협정은 이 문제를 정부가 사적주체 즉 민간기관(private
body)에게 재정적 기여를 지시 또는 위임한 경우로 보고, 정부에 의한 ‘지시 또
는 위임’ 조항364)을 통해 해결해왔다. 다만 동 협정은 정부의 지시 또는 위임
여부의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못하여 그동안 WTO 판정례를 통해 구체화
되었는데,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였다.365) 또한 그간의 WTO 판정례
가 지시 또는 위임을 증명하는 데 상계관세 조사당국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
362)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May 31, 2018, Annexed Statement 1: EU-JAPAN-US SCOPING PAPER
to defin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onger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 para. II.2.
363) Bown(2019), p. 17.
364)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a)호 (1)목의 (iv).
365) 관련해서 US 빲 Export Restraints 사건 패널은 지시(direction) 또는 위임(entrustment)을 ‘정부가 민간기
관을 통해 특정 정책을 수행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고, 지시 또는 위임행위에 (ⅰ) 명령(command) 또는
위임(delegation) 등 정부의 ‘명백하고 적극적인(explicit and affirmative)’ 행위가 있어야 하고, (ⅱ) 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ⅲ) 그러한 지시 또는 위임의 대상이 특정 과업이나 임무의 수행인 경우이어야 한
다고 설시하였다. Panel Report, US 빲 Export Restraints, paras. 8.28, 8.29. 반면 US 빲 DRAMs 사건
패널, EC 빲 DRAMs 사건 패널, Korea 빲 Commercial Vessels 사건 패널은 정부의 지시 또는 위임이 “적
극적”이기는 해야 하나 ‘명백’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즉 그러한 행위는 ‘명백하거나 또는 암묵적일 수
도 있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explicit or implicit, formal or informal)’일 수도 있다. Panel Report,
US 빲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 para. 7.33; Panel Report, EC 빲 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para. 7.57; Panel Report, Korea 빲 Commercial Vessels, para.
7.370. 반면 US 빲 DRAMs 사건 상소심에서 상소기구는 지시 또는 위임은 각각 ‘정부가 민간기관에 대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exercise its authority over a private body)’하는 경우, ‘정부가 민간기관에 책임을
부여(give responsibility to a private body)’를 의미한다고 보고, 지시 또는 위임의 범위를 ‘명령
(command)’ 및 ‘위임(delegation)’만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지시 또
는 위임에 대한 동 사건 패널의 해석을 일부 변경하였다. Appellate Body Report, US 빲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 paras. 11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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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있는 만큼, 지시 또는 위임여
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판단요소를 명시하자는 제안이 이번 공동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다.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3개 회원국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의도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2018년 5월 31일의 공
동작업제안서에서 3개 회원국은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
무와 규칙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 가지 예로서 통보의무 강화(투
명성)를 동 제안서에 명시한 바 있다. 이 점에 비추어볼 때, 국영기업에 관한 개
정안 내용이 WTO 보조금협정 전반에 걸쳐 수평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즉 민간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영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특칙이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
다.366) 산업부문을 불문하고 국영기업의 보조금이 문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특
칙을 두거나, 또는 특정 산업 부문, 또는 특정 유형의 국영기업,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추가 의무나 규칙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ⅰ) 국영기
업에게 공여되거나 국영기업이 공여하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투명성 메커니
즘 신설, (ⅱ) 국영기업의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에 관한 규정
마련, (ⅲ) 제4장에서 후술하는 ‘유해보조금(harmful subsidy)’, 즉 공급과잉
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경우에 적용되는 특칙 신설 등이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미국 등이 체결하거나 협상에 관여했던 지역무역협정의 국영기업 챕

366) CPTPP와 USMCA도 일반적인 무역구제 챕터와는 별개로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에 관한 장(각각 제17장, 제
22장)을 두고 국영기업의 행위, 국영기업에의 비상업적 지원, 독점을 부여받은 국영기업의 행위에 관해 규정
을 둠으로써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국영기업의 행위를 민간기업의 행위와 구분하고 있
는데, 후자는 별도로 경쟁챕터(각각 제22장, 제26장)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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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보조금 관련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개정안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영무역에 관한 CPTPP 제17장이나
USMCA 제22장에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CPTPP 제17.6조
(비상업적 지원), 제17.7조(부정적 효과), 제17.8조(피해)의 내용과 구조는
WTO 보조금협정과 유사하다. 반면 CPTPP·USMCA의 ‘상업적 고려’ 의
무367)나 높은 수준의 투명성 의무368)는 WTO 보조금협정에서 결여된 부분이
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이 이러한 ‘WTO plus’ 수준의 의무를 동 협정에 추가
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표 2-24. CPTPP, USMCA의 국영기업 통보 의무(“WTO plus” 요소)
CPTPP 제17.10조

USMCA 제22.10조

제1항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 자국 국영기업 목록 제
공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 + 연례 업데이
트 의무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 자국 국영기업 목록 제
공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 + 연례 업데이
트 의무

제2항

자국 지정독점에 관한 신속한 통보 또는 공식
웹사이트 공개 의무

자국 지정독점에 관한 신속한 통보 또는 공식
웹사이트 공개 의무

다른 당사국 요청 시 국영기업·지점독점에 관
한 아래 6가지 정보를 신속 제공

다른 당사국 요청 시 국영기업·지점독점에 관
한 아래 6가지 정보를 신속 제공

(a) 해당 국영기업에 대해 당사국과 당사국의 국영
기업·지점독점이 누적적으로 소유하는 지분율
및 누적적으로 보유하는 의결권 비율

(a) 해당 국영기업에 대해 당사국과 당사국의 국가
기업·국영기업·지정독점이 누적적으로 소유하
는 지분율 및 누적적으로 보유하는 의결권 비율

(b) 해당 국영기업에 대해 당사국 및 당사국의 국
영기업·지점독점이 보유하는 특수지분, 특별의
결권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설명(단, 이러
한 권리가 동 국영기업의 일반적인 보통주에
부속되어 있는 권리와 상이한 경우에 그러함)

(b) 해당 국영기업에 대해 당사국과 당사국의 국가
기업·국영기업·지정독점이 보유하고 있는 특
수지분 또는 특별의결권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설명(단, 이러한 권리가 동 국영기업의 일
반적인 보통주에 부속되어 있는 권리와 상이한
경우에 그러함)

(c) 해당 국영기업 이사회의 집행임원 또는 구성원
인 정부관료의 직위

(c) 해당 국영기업 이사회의 집행임원 또는 구성원
인 정부관료의 직위

(d) 정보가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 3년 기간 동안의
해당 국영기업 연간소득 및 총자산

(d) 정보가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 3년 기간 동안의
해당 국영기업 연간소득 및 총자산

제3항

367) CPTPP 제17.4조, USMCA 제22.4조 제1항.
368) CPTPP 제17.10조, USMCA 제2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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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계속

제4항

제5항

CPTPP 제17.10조

USMCA 제22.10조

(e)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영기업이 향유
하는 모든 면책 및 면제

(e)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영기업이 향유
하는 모든 면책 및 면제

(f) 서면요청 시, 해당 국영기업에 관하여 공개적
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추가 정보(연차 재무보
고서, 외부감사 등 포함)

(f) 서면요청 시, 해당 국영기업에 관하여 공개적
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추가 정보(연차 재무보
고서, 외부감사 등 포함).

다른 당사국 요청 시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하
는 자국 정책·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신속
제공

다른 당사국 요청 시 비상업적 지원 또는 자기
자본(그러한 지분투입이 비상업적 지원을 구성하는
지 여부 불문)을 제공하는 자국 정책·프로그램
에 관한 정보를 신속 제공

당사국이 제공하는 국영기업 정보는 충분히
구체적이고, 아래 10가지 정보를 포함해야

당사국이 제공하는 국영기업 정보는 충분히
구체적이고, 아래 10가지 정보를 포함해야

(a) 해당 정책·프로그램 하에서 제공된 비상업적
지원의 유형(예: 무상공여 또는 대출)

(a) 해당 정책·프로그램 하에서 제공된 비상업적
지원의 유형(예: 무상공여 또는 대출)

(b) 비상업적 지원이나 자기자본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국가기업·국영기업의 명칭 및 비상업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국영기업의
명칭

(b) 비상업적 지원이나 자기자본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국가기업·국영기업의 명칭 및 비상업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국영기업의
명칭

(c)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및 정책 목적

(c) 비상업적 지원이나 지분투입을 규정한 정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및 정책 목적

(d) 상품에 관해서는, 상품 한 단위에 대한 비상업
적 지원액.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비상업
적 지원 총액 또는 연간 책정액(가능하다면 이
전년도의 상품 한 단위당 비상업적 지원액 평
균치를 보여주는 액수일 것)

(d) 상품에 관해서는, 상품 한 단위에 대한 비상업
적 지원액.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비상업
적 지원 총액 또는 연간 책정액(가능하다면 이
전년도의 상품 한 단위당 비상업적 지원액 평
균치를 보여주는 액수일 것)

(e) 서비스에 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비상업적 지
원 총액 또는 연간 책정액(가능하다면 이전년
도의 비상업적 지원 총액을 보여주는 액수일
것)

(e) 서비스에 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비상업적 지
원 총액 또는 연간 책정액(가능하다면 이전년
도의 비상업적 지원 총액을 보여주는 액수일
것)

(f) 대출 또는 대출보증 형식의 비상업적 지원 정
책·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대출액 또는 대출보증
액, 이자율, 청구된 수수료.

(f) 대출 또는 대출보증 형식의 비상업적 지원 정
책·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대출액 또는 대출보증
액, 이자율, 청구된 수수료.

(g)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형식의 비상업적 지
원 정책·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청구된 가격(그
러한 가격이 있는 경우)

(g)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형식의 비상업적 지
원 정책·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청구된 가격(그
러한 가격이 있는 경우)

(h) 자기자본 제공 형식의 비상업적 지원 정책·프
로그램에 관해서는, 투자액, 수령한 주식수 및
그에 대한 설명, 투자 결정과 관련하여 수행된
여하한 평가

(h) 자기자본 제공 형식의 비상업적 지원 정책·프
로그램에 관해서는, 투자액, 수령한 주식수 및
그에 대한 설명, 투자 결정과 관련하여 수행된,
해당 기업의 재정건전성 및 전망에 관한 여하
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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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계속
CPTPP 제17.10조

제6항

제7항

제9항

USMCA 제22.10조

(i) 정책·프로그램의 지속기간 또는 부속된 여하한
기한

(i) 정책·프로그램의 지속기간 또는 부속된 여하한
기한

(j) 비상업적 지원이 당사국 사이의 무역이나 투자
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
는 통계자료

(j) 비상업적 지원이 당사국 사이의 무역이나 투자
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
는 통계자료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 정책·프로그
램이 없을 경우 정보요청 당사국에게 고지
(inform)할 의무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 정책·프로그
램이 없을 경우 정보요청 당사국에게 ‘논증된
설명(reasoned explanation)’을 신속 제공할
의무

위 10가지 사항(제5항) 중 누락된 정보에 관한
설명(explanation)을 제공할 의무

위 10가지 사항(제5항) 중 누락된 정보에 관한
논증된 설명(reasoned explanation)을 제공할
의무

정보제공국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한 경우, 정
보요청 당사국은 정보제공 당사국의 사전 동
의 없이 해당 정보 공개 불가

∙ 요청된 정보가 비밀정보라 판단할 경우, 당
사국은 그러한 결정에 대한 논증된 설명을
제공할 의무(제1문)
∙ 정보요청 당사국은 정보제공 당사국의 사
전 동의 없이는 해당 정보 공개 불가(제2문)
∙ 다만 자국법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비
상업적 지원이나 자기자본 제공과 관련된
재정적 기여의 양(금액)을 비밀정보인 것으
로 간주해서는 안 됨(should)(제3문).

주: 위 내용은 “WTO plus”에 해당되며, 밑줄 친 부분은 USMCA 국영기업 통보의무 중 “CPTPP plus”에
해당됨.
자료: CPTPP 제17.10조, USMCA 제22.10조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또한 USMCA는 국영기업에 부여되는 일정 비상업적 지원을 금지보조금으
로 규정하였는데,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USMCA 제22.6조는 (ⅰ)
당사국의 국가기업이나 국영기업이 동 당사국의 신용불능 국영기업에게 제공
한 대출 또는 대출보증, (ⅱ) 수혜자가 파산 상태이거나 파산을 앞두고 있는 경
우에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국가기업이나 국영기업이 동 당사국의 국영기업에
게 제공한 비상업적 지원,369) (ⅲ) 당사국 또는 동 당사국의 국가기업이나 국영

369) 단 해당 국영기업이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장기 생존을 가지는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신뢰가능한 구조조정 계
획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USMCA 제22.6조 제1항 제(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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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의한, 동 당사국 국영기업의 미상환 채무의 출자전환370)을 USMCA에
따른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였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국영기업이 관여되어 있는 위 유형의 보조금371)
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 WTO 보조금협정에 추가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370) 단 민간 투자자의 일반적인 투자관행에 불합치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USMCA 제22.6조 제1항 제(c)호.
371) 실제로 2018년 9월 25일 제3차 공동성명서에서 미국·유럽연합·일본은 비상업적 성격의 국유은행 대출, 출자
전환, 생산요소 특가 제공, 부실기업에 대한 보조금 공여, 공급과잉 유발 보조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
장을 밝힌 바 있다(표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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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1. 논의의 배경
미국·유럽연합·일본은 공동성명을 통해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인
소위 ‘유해보조금(harmful subsidy)’ 문제를 실효적으로 다루기 위해 개정안
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이후 WTO 보조금협정 3자 공동개정안에 정확
히 어떠한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지금까지 공
개된 논의내용 중 미국·유럽연합·일본이 추후 발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
안의 내용을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서는 2018년 5월 31일 미국·유럽연
합·일본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작업제안서372)이다.
공동작업제안서는 2018년 5월 31일 미국·유럽연합·일본 제2차 공동성명
에 대한 부속성명(Annexed Statement)의 형태로 공동성명과 함께 발표되었
다. 동 제안서는 일부 신흥개발도상국들이 산업보조금에 관한 현행 WTO 규범
의 적용을 피하지 못하도록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해 보다 강력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협상목표로서 (ⅰ) 투명성 개선, (ⅱ) 공공기관과 국
영기업에 관한 문제를 보다 적절히 다룰 필요성, (ⅲ) 보다 실효적인 보조금 규
범을 마련할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상기 세 가지 목표 중 (ⅱ)번에 관해서는 제2장에서 전술하였으며, (ⅰ)번에
서 관해서는 제4장에서 후술할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ⅲ)번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공동작업제안서는 실효적인 보조금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① ‘가
장 유해한(most harmful)’ 유형의 보조금의 경우, 완전히 금지되거나 또는 해
당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상업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음을 보조금 공여국
이 증명하도록 해야 하고, ② 공급과잉과 관련된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 구제(targeted remedy)’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③ 보조금의 존재
372)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May 31, 2018, Annexed Statement 1: EU-JAPAN-US SCOPING PAPER
to defin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onger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온라인 자료, 최
종 검색일: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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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영기업·산업보조금·통보 관련 WTO 개혁 논의 일지(2019. 12. 기준)
일자

문서·회의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

1

’17. 12. 12.

제1차 미국·
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

∙ 정부지원으로 인한 생산능력 확대와 공급과잉, 대규모 시장왜
곡보조금과 국영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왜곡 등에
관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입장을 같이 함을 확인.

2

’18. 3. 10.

미국·
유럽연합·일본
공동확인서

∙ 산업보조금에 관한 보다 강력한 규칙을 마련하고, 현행 규칙
의 유지를 위해 협력하며, 시장왜곡·공급과잉 문제를 저지하
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공동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

제2차 미국·
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

∙ 비시장지향적 정책·관행 유무를 보여주는 다양한 요소·지표에
관해 논의.
∙ 제2차 공동성명에 부속된 ‘부속성명(Annexed Statement)’
형태로 발표.
- (ⅰ) 투명성 개선, (ⅱ) 공공기관·국영기업 문제, (ⅲ) 보조
금 규범의 실효성 강화를 협상목표로 언급.

3

4

’18. 5. 31.

’18. 9. 25.

미국·유럽연합·
일본
공동작업제안서

제3차 미국·
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

투명성 개선

WTO 회원국들이 통보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통보 이행에 직간접적 인센티브를 마련
할 필요성

공공기관·
국영기업
문제

① ‘공공기관’의 판단 기준, ② 공공기관으로 분
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실체에 의한
시장왜곡행위를 어떻게 다룰지의 문제, ③ 공공
기관·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규칙을
논의할 필요성

보조금
규범의
실효성 강화

① ‘가장 유해한(most harmful)’ 유형의 보조
금의 경우, 완전히 금지되거나 또는 해당 보조금
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상업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음을 보조금 공여국이 증명하도록 할 필요, ②
공급과잉과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선별적 구제
(targeted remedy)’ 규칙을 마련할 필요, ③
보조금의 존재 및 효과에 관해 심도 있는 정보수집
이 가능하도록 관련 WTO 협정 규정을 강화할 필요

∙ 국영기업·산업보조금 문제와 ‘유해 보조금 관행’에 맞서기 위
한, 실효성 있는 규칙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유해 보조금의 예: (ⅰ) 정부의 암묵적인 대출보증을 이유
로 하는, 기업의 신용수준에 맞지 않는 국유은행 대출, (ⅱ)
비상업적 성격의 출자전환, (ⅲ) 이중가격 책정(dual pricing) 등 생산요소 가격 특혜 제공, (ⅳ) 신뢰할 수 있는 구
조조정계획이 없는 상태로 부실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공,
(ⅴ) 공급과잉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보조금 공여.
∙ WTO 회원국이 보조금 통보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향조정. 보조금에 관련된 정보 확보 능력을 강화
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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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일자

문서·회의

개정안 관련 상세내용 (선언적 내용 제외)

5

’19. 1. 9.

제4차 미국·
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

∙ 시장지향적 조건 유무(시장경제국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논의.
∙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 기초 작업을 2019년 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다른 WTO 회원국들에게 논의를 개방할 예정.

6

WTO 보조금 및
’19. 4. 30. 상계조치 위원회
정례회의

∙ 미국은 알루미늄 공급과잉에 관한 「국제 알루미늄 시장 및 그
가치사슬에 관한 OECD 보고서」(2019. 1)를 인용. 정부지
원, 특히 특혜대출조건이 알루미늄 산업의 공급과잉을 야기
한 주요 원인임을 강조

7

중국의
WTO 개혁
’19. 5. 13.
제안서(WT/GC
/W/773)

∙ 허용보조금 규정을 재도입할 것을 제안.
∙ 상계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의 식별, 혜택의 산
정,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의 적용에 관한 WTO
보조금 규칙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필요.
∙ 상계관세 조사의 투명성·적법절차 개선, 실효성 제고.

자료: 저자 작성. 상세 논의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의 [부록 1]을, 공동성명서 및 공동확인서 원문은 [부록2]
를 참고.

및 그 효과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WTO 협정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동작업제안서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산업보조금에 관한 WTO 규범의 적용
을 피하지 못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WTO 보조금
협정 제27조에 따라 개발도상국에게 제공되는 특별대우373)에 대한 개정을 의
미하는지 아니면 선진국·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WTO 보조금협정
의 일반 규정에 대한 개정을 의미하는지는 위 공동작업제안서만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WTO 보조금협정 제27조에 따른 특혜대우의 주된 대상은
동 협정 부속서 7에 규정된 개발도상회원국이다.374) 중국은 ‘부속서 7 개발도상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표 2-9]에서 확인하였듯 중국은 WTO

373) WTO 보조금협정 제27조(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374) WTO 보조금협정 제27조 제2항 제(a)호에 따라, 동 협정 부속서 7의 제(a)항과 제(b)항에 규정된 개발도상국
의 경우 수출보조금 금지 의무(동 협정 제3조 제1항 제(a)호)를 면제받는다. 부속서 7 제(a)항에 따라 UN에
서 최빈개도국으로 지정한 49개 회원국과 그 외 34개 회원국이 수출보조금 금지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그리
고 부속서 7 제(b)항의 개발도상회원국들 중 일부 회원국은 도하각료선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에
따라 수출보조금 금지의무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8개국이 면제대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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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 가입의정서를 통해 제27조에 따른 개발도상국 특별대우의 다수375)를
이미 포기한 상태다. 따라서 위 3개국의 개정 논의는 WTO 보조금협정의 일반
규정에 대한 신설·개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우회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생각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공동작업제안서 이래 그동안 공개된 내용(표 3-1 참고)에
비추어볼 때 (ⅰ) 국영기업에 대한 WTO 보조금협정의 적용 가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문제되는 WTO 보조금협정 제1조나 제2조(국영기업의 특정성), (ⅱ)
국영기업이 수출을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수출보조금을 공여받는 경우, 또는
‘가장 유해한’ 유형의 보조금376)을 완전히 금지하도록 협정을 개정하려 할 경
우 관련성을 가지는 WTO 보조금협정 제3조 및 제4조(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특칙 신설), 또는 (ⅲ) 국영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공여가 야기
한 무역왜곡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하는 단계에서 문제되는 제5조·제6조·제14
조(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의 재
도입, 혜택 판단기준 규정의 구체화)에 관한 내용이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 상류보조금
가. 배경
상류보조금(upstream subsidies) 또는 투입재 보조금(input subsidy)이
375) 중국은 제27조 제8항(제6조 제1항 심각한 손상 간주조항의 비적용), 제9항(일정 경우 제7조에 따른 WTO 제
소의 비적용), 제13항(민영화 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3부의 비적용)을 원용하지 않기로 가입의정서에서 약속
하였다. WTO Ministerial Conferenc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MIN(01)/3, November 10, 2001, para. 171.
376)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May 31, 2018(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Annexed Statement
1: EU-JAPAN-US SCOPING PAPER to defin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onger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 para. II.3.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 123

란 수입상품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거나 외국시장으로 수출되는 투입재에
보조금이 공여되고 이러한 투입재를 하류산업이 구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석탄, 석유 등 에너지원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업
자(상류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 발전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전기
(투입재)를 철강·알루미늄 생산 등 에너지집약산업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
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국정부가 철강, 석탄, 시멘트, 평판유리 등 제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국
영기업에 공여하는 보조금이 여기에 해당되며, 공급과잉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되어왔다.377) 특히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중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공
급과잉은 중국 내부적인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국제가격 하락과 세계시장 왜곡
을 야기하고 있다.378) IMF가 중국정부에게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보다 많은 산업 부문에서 민간투자를 개방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였다.379)

1) 철강 가치사슬에 대한 상류보조금
2019년 4월 30일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서 미국이 주장한 바
에 따르면, 2001년 이래 중국의 철강생산능력은 500% 이상 증가하였고 현재
전 세계 철강생산량의 5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380) 즉 현재 중국의
철강 생산설비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철강 생산설비를 합쳐놓은 수준을 초
과한다. 그리고 중국 철강산업의 대부분을 국영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중국정
부는 철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 국영기업에 대규모 재정지원 및 규제혜택
377) Trade Policy Review Body, Trade Policy Review - Report by the Secretariat – China – Revision,
WT/TPR/S/375/Rev.1, 14 September 2018, p. 23, para. 1.30.
378) USTR, 201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86(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1).
37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Report for the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 People’s Republic
of China, July 13, 2017, p. 1(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1).
380)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Minutes Of The Regular Meeting - Held
On 30 April 2019, G/SCM/M/109, 11 September 2019, para.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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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적으로 부여할 뿐 아니라, 철강산업이 낮은 가격으로 석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용 석탄의 경우 철도운송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철강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381) 상류산업(후
방산업)인 석탄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너지보조금)의 경우가 상류보조
금에 해당되며, 철강 과잉설비·공급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알루미늄 가치사슬에 대한 상류보조금
OECD는 알루미늄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장개입이 알루미늄산업에서의
공급과잉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낮은 전기가격,382) 제련
소 신설을 촉진하거나 오래된 설비의 가동중단을 금지하는 등 시장에 대한 고
려 없이 생산설비 증가를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정부 지원조치가 여기에 해당
된다.383) 보조금 공여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막는 효과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이른바 ‘좀비(zombies)’ 기업의 수가 늘어나
게 된다.384)
알루미늄 가치사슬은 다양한 산업 부문과 제품들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ⅰ)
보크사이트 채굴, 알루미나(alumina) 생산 등 상류부문, (ⅱ) 1차 알루미늄 및
2차(재생) 알루미늄 생산 등 중류부문, (ⅲ) 반가공 알루미늄의 생산 및 가치사
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후속 제조과정에서의 반가공 알루미늄 사용 등 하류 부
문으로 구분이 가능하다.385)

381) Yingying Wu(2019), pp. 90-91.
382) USITC(2017), pp. 256-257.
383)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알루미늄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정부지원을 받는 5개 기업 중 4개가
중국 기업이다. “U.S., EU, Japan Push for Pact to Rein In China’s State Subsidies”(2019. 5. 20);
OECD(2019a), p. 15.
384) OECD(2017), p. 12, para. 16(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0).
385) OECD(2019a),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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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알루미늄 생산 사슬: 가공 단계

알루미늄
웨이스트
(waste) 및
스크랩(scrap)
회수

알루미나
(Alumina)
생산

보크사이트
채굴

상류부문

알루미늄
제련
(smelting)

알루미늄
제조
(fabncation)
(반제품)

중류부문

상품 제조

소비

하류부문

자료: OECD(2019a), p. 8 인용.

「국제 알루미늄 시장 및 그 가치사슬에 관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알루
미늄 가치사슬의 각 단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및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루미늄 가치사슬 중 중류부문인 알루미늄 제련에 보조금 지원이 두드러
지게 이루어지고,386) 상류 생산업자에 지급된 ‘상류보조금(upstream subsidy)’
의 혜택이 반가공 알루미늄 등을 생산하는 하류 생산업자에까지 흘러가고 있
다.387) 둘째, 알루미늄 생산업자들에게 공여된 정부지원 중 투입재에 대한 보
조금(input subsidy), 특히 에너지보조금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에너지
보조금은 알루미늄 가치사슬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전기가 제련비용의 최대
40%까지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알루미늄 생산업자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388)

나. WTO 협정의 규율
1) 간접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
위 철강·알루미늄 사례에서 확인하였듯, 하류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조
386) Ibid., p. 12.
387) Ibid., p. 2.
388) Ibid.,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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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상류 생산자에게 공여된 보조금으로 인해 발
생된 혜택이 하류 생산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389) 그러나 WTO 협정
은 상류보조금에 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GATT 제16조와 WTO 보조금
협정 제10조에 부속된 각주36에서 이를 간접보조금(indirect subsidy)으로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즉 GATT 제6조 제3항은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상품
의 제조·생산·수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granted ... indirectly)”
된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WTO 보조금협정
각주36도 상계관세를 정의하면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였다.390)
위 조항에 비추어, 간접보조금 또한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상품의 생산자가 수령하는 보조금이 직접보조금이라면, 그러한
최종상품의 제조에 필요한 중간재(투입재)의 생산자에게 부여된 보조금이 간
접보조금에 해당된다. 문제는 정부기관이 기업에 직접 공여하는 직접보조금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의 철강·알루미늄 생산에 대한 보조금과 같이 여러 단계의
복잡한 채널을 거쳐 암묵적으로 공여되는 간접보조금의 경우 WTO 보조금협정
위반을 다른 회원국 조사당국이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391)
지금까지 GATT/WTO 판정례는 ‘혜택의 이전(benefit pass-through)’ 개
념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어왔다. 혜택의 이전 분석이란 “상류 생산업자에 공여
된 보조금이 하류 생산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및 혜택을 부여한
정도”에 관한 분석을 말한다.392)

389) 즉 US – Lead and Bismuth II 사건에서 패널이 설시하였듯, 정부가 특정 기업에 재정적 기여를 직접 공여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업에게 ‘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 Panel Report, US – Lead and Bismuth II, p.
37, fn. 69.
390) WTO 보조금협정 각주36은 상계관세를 “GATT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
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밑줄첨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391) Bown(2019), p. 17.
392) Panel Report, US – Softwood Lumber III, para. 7.71: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subsidies
bestowed on the upstream producers benefited the downstream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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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US 빲 Canadian Pork 사건
혜택의 이전 분석은 이미 GATT 시절의 US - Canadian Pork 사건에서부
터 이루어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한 생산단계에서 다른 생산단계로의 보조금
혜택 이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다. 1989년 1월에 미국 양돈협회는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신
청하였다. 캐나다 정부 및 생산업자가 제출한 정보와 미국 돼지고기 생산업자
들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이후, 미 상무부는 1930년 ｢관세법｣ 제771B조에 따
른 조사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988년 ｢종합무역법｣을 통해 추가된
1930년 ｢관세법｣ 제771B조는 다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표 3-2.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개정된 (舊)1930년 ｢관세법｣ 제771B조393)

19 USC §1677-2. Calculation of Subsidies

19 USC §1677-2. 특정 가공 농산품에 대한 보

on certain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조금의 산정

In the case of an agricultural product proc-

원료 농산물로부터 가공된 농산품으로서,

essed from a raw agricultural product in
which (1) the demand for the prior stage product

(1) 전 단계 상품에 대한 수요가 후 단계 상품에

is substantially dependent on the de-

상당히 의존적이고, 그리고

mand for the latter stage product, and
(2) the processing operation adds only lim-

(2) 가공작업이 오로지 한정된 가치만을 원료 농

ited value to the raw commodity,

산물에 더하는 경우

393) 이후 1994년에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조문의 제목이 “Calculation of countervailable subsidies
on certain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이고, 본문의 후반부(“subsidies found to [...]”)는 다음으
로 변경되었다. “countervailable subsidies found to be provided to either producers or processors
of the product shall be deemed to be provided with respect to the manufacture, production,
or exportation of the processed product.”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1title19/html/USCODE-2011-title19-chap4.htm(최종 검색일: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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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subsidies found to be provided to either

상품의 생산업자나 가공업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producers or processors of the product shall

판명된 보조금은 가공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

be deemed to be provided with respect to

에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the manufacture, production, or exportation
of the processed product.
자료: 원문(영문)은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1-title19/html/USCODE2011-title19-chap4.htm(최종 검색일: 2019. 11. 7)을 참고, 국문은 저자 번역.

캐나다산 수입 돼지고기 상계관세 조사 건에서 상무부는 제771B조의 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돼지고기 사육업자(양돈업자)에게 공여된 보
조금을 돼지고기 가공업자에게 공여된 보조금으로 간주하였다.394) 이후 1989
년 9월에 USITC가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로 인해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긍정판정을 내린 이후, 1989
년 9월에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캐나다는 제771B조 및 동 규정에 따라 내려
진 상무부의 결정이 GATT 제6조 제3항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안을
GATT 분쟁해결제도에 회부하였다. GATT 제6조 제3항은 상품의 생산에 직
간접적으로 공여된 것으로 추산되는 보조금 양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계관세
를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제771B조에 규정되어 있는 두 가지 요건 즉 (ⅰ) 종속수요의 존재
및 (ⅱ) 한정적인 부가가치는 조사대상물품(돼지고기)에 실제 공여된 보조금 양
을 결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사육된 돼지에 공여된 모든 보조금이 돼지고
기 제품에 이전되었다고 미 상무부가 가정한 것은 GATT 제6조 제3항 위반이
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은 보조금 산정 방식에 관해 GATT상 규정이 없으
394) 상무부는 첫째, 돼지에 대한 수요 측면에 관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에 따라 돼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결정되므로 제771B조의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둘째, 부가가치 측면에서 돼지고기 가공이 20%
수준의 한정된 부가가치만을 창출하였으므로 제771B조의 두 번째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돼
지고기 제조과정을 검토하였다. 돼지 한 마리 중량 대비 도체중량(즉 돼지고기)의 비율이 약 79.5%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수치만큼의 보조금이 돼지 생산업자로부터 돼지고기 생산업자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결론지었
다. GATT Panel Report, US - Canadian Pork, para. 2.8(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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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조사당국은 보조금이 무역에 야기한 효과 전체에 대해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1990년 8월 2일에 발급된
보고서에서, 패널은 돼지에 대한 보조금(양돈업자에게 공여된 보조금)의 전량
이 돼지고기 제품에 이전되었다고 미 조사당국이 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캐
나다에서 양돈업과 돼지고기 가공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산업
으로 존재하므로, 양돈업자에게 공여된 보조금이 돼지고기 생산업자에게 혜택
을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395) 종속수요와 한정적인 부가가
치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가격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패널은 설시
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캐나다 정부가 양돈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액과 동일한
보조금액이 돼지고기 생산에 지급된 것이라고 본, 제771B조에 근거한 미국의
판단이 GATT 제6조 제3항에 불합치한다고 결론지었다.396)

나) US – Softwood Lumber III 사건
이 사건에서는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연목(softwood lumber)에 대해
2001년 8월 9일에 미 상무부가 내린 예비 상계관세 결정의 WTO 보조금협정
및 GATT 제6조 제3항과의 합치성이 문제되었다. 혜택의 이전에 관련해서는,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이 캐나다 벌목업체들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된 연목 생
산·수출업체에 이전되었는지를 미 상무부가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가 문
제되었다.397) 미 상무부는 캐나다로부터의 연목 수입을 두고 진행된 일부 상계
관세 조사에서 혜택의 이전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캐나다 벌목업체와 연목의
생산·수출업체 사이에 ‘시장조건에 따른 독립 거래(arm’s-length transactions)’
395) 즉 GATT 패널에 따르면, ‘캐나다 돼지고기 가공업자가 캐나다 양돈업자에게 지불한 가격수준이 다른 상업적
으로 이용가능한 공급원을 통할 경우 지불되어야 하는 가격수준보다 낮고, 이것이 양돈업자에게 공여된 보조
금 때문인 경우’이어야 비로소 양돈업자에게 공여된 보조금이 돼지고기 가공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GATT Panel Report, US - Canadian Pork, para. 4.9.
396) GATT Panel Report, US - Canadian Pork, paras. 4.10-11, 5.1.
397) Panel Report, US – Softwood Lumber III, para.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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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캐나다 벌목업체와 연목
생산·수출업체가 독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 혜택의 이전이 필요 없거나,
또는 이들 사이에 시장조건에 따른 독립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조사대상업
체 모두가 동일 물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계관세액을 기업별로 산정하지
않고 조사대상 기업 전체(즉 보조금 지급 총액)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상무부는 주장하였다.398)
패널은 상류 생산업자와 하류 생산업자 사이에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으며
‘시장조건에 따른 독립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당국은 상
류 투입재에 제공된 보조금이 ‘자동적으로’ 하류 상품의, 어떠한 관련성도 없는
생산업체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가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399) 단
패널은 벌목업자와 연목 생산·수출업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혜택의
이전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400)

다) US – Softwood Lumber IV 사건
이 사건에서는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연목에 대해 미 상무부가 부과한 확
정 상계관세 부과 결정의 WTO 보조금협정 및 GATT 제6조 제3항과의 합치성
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캐나다는 입목(standing timber; stumpage)을
벌채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여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공여’ 형식의 재정적 기여를
벌목업체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였다. 벌채된 원목(log)은 이후 제재소
에서 1차 목재제품(primary lumber)으로 추가 가공되었으며, 1차 목재제품
중 일부는 재제조 목재(remanufactured lumber)로 추가 가공되었다. 미 상
무부는 캐나다가 입목에 보조금을 공여하였다고 결정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398) Panel Report, US – Softwood Lumber III, paras. 7.64-7.67. WTO 보조금협정 제19조 제3항은 관련
부분에서, “특정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이러한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고 피해를 야기
하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금액으로 무차별적으로 부
과”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99) Ibid., para. 7.71.
400) Ibid., paras. 7.72,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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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가공 목재와 재제조 목재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즉 보조금을 제공받은
기업은 미가공 원목을 판매하는 벌목업체이고,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대상
은 위 벌목업체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재소(연목 생산업체)였다. 상
무부는 벌목업체에 공여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혜택이,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즉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은 목재 가공업체들에게 이전되었는지 여
부를 달리 평가하지 않은 상태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이 경우 상무부가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의 이전 분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 모두 WTO 보조
금협정 제10조의 각주36에 쓰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라는 용어
와 GATT 제6조 제3항에 주목하면서, 두 산업 사이에 시장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혜택의 이전 분석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만약 상계관세가 투입
재 생산업자에게 공여된 보조금을 상쇄시키기 위해 의도되었으나 동 관세가 투
입재가 아닌 가공품에 부과되었다면, 특히 투입재 생산업자와 가공품 생산업자
가 동일한 실체가 아닌 경우 조사당국은 해당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혜택이
투입재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상계관세의 대상인 하류 가공품에 간접
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전되었음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투입재 생산자와 가공품 생산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며 ‘시장조건에 따른
독립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투입재 보조금으로 인해 직접수혜자에게 혜택이
발생하였다 해서 그러한 혜택이 하류산업에 위치한 간접수혜자에게 이전되었
다고까지 추정할 수는 없다.401)
따라서 이 경우 투입재에 대한 보조금은 그 자체만으로는 최종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구성하지는 않으며, 조사당국이 혜택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해야 한
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벌목업체와 연목 생산업체 간에 시장거래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미가공 원목의 매매에 관해 미 상무부가 혜택의 이전효과를 분석하지

401) Appellate Body Report, US 빲 Softwood Lumber IV, para.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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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으므로 WTO 보조금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402)
반대로 미가공 원목을 판매한 벌목업체에게 보조금이 공여되었고 해당 보조
금으로 인한 혜택이 미가공 원목을 구매·가공하여 연목를 생산하는 하류업체
에까지 이전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연목 또한 ‘보조금을 공여받은 상품
(subsidized product)’이 될 수 있어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벌목업
체와 연목을 생산하는 가공업체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거나 양자가 동일업
체인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이 이전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403)

라) US 빲 Upland Cotton 사건
이 사건에서 브라질은 미국이 육지목화의 생산·사용·수출업체에 제공한 보
조금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소를 제기하였다.404) 미국은 패
널이 WTO 보조금협정 제6조 제3항 제(c)호의 “심각한 손상” 발생 여부를 결
정하는 데 있어, 원면(상류제품) 생산업체에 공여된 육지목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혜택이 가공 면화(하류제품)에게 어느 정도로 이전되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405)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상계관세액이 상
품의 단위당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계산된 보조금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는 의무406)가 WTO 보조금협정 제3부(조치가능보조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
으므로, 동 협정 제5부에 따른 혜택의 이전 분석이 제6조 제3항 제(c)호의 심각
한 손상407)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하였
다. 그럼에도 보조금을 공여받은 상품(이하 ‘상품A’)이 무엇인지는 제6조 제3

402) Panel Report, US 빲 Softwood Lumber IV, para. 7.99; Appellate Body Report, US 빲 Softwood
Lumber IV, para. 146.
403) Appellate Body Report, US 빲 Softwood Lumber IV, paras. 155-156.
404) WTO 웹사이트, “DS267: United States – Subsidies on Upland Cotton”, https://www.wto.org/english/
tratop_e/dispu_e/cases_e/ds267_e.htm(최종 검색일: 2019. 11. 11).
405) Appellate Body Report, US 빲 Upland Cotton, para. 470.
406) WTO 보조금협정 제19조 제4항 및 GATT 제6조 제3항.
407) 이 사건에서는 ‘심각한 손상’의 판단요소 중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significant price suppression)에 관한
분석이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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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c)호하에서 적절히 식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확인 결과 보조금이 상품
A가 아닌 다른 상품을 ‘사실상’ 지원하는 것이라면 동 보조금으로 인해 제6조
제3항 제(c)호의 의미에서 상품A에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significant price
suppression)”가 발생하였던 결론이 정확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부연하였
다.408)

마) Mexico – Olive Oil 사건
혜택의 이전이 크게 문제된 사건은 아니나, Mexico – Olive Oil 사건 패널
보고서에서도 지금까지 살펴본 GATT/WTO 판정례와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
었던 바가 있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는 유럽공동체(EC)로부
터 수입하는 올리브유에 대해 멕시코가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가 문제되었다.
유럽공동체는 멕시코가 올리브 재배업체에 공여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혜
택이 멕시코에 올리브유를 수출하는 올리브유 수출업자에게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멕시코 조사당국이 ‘혜택의 이전’ 분석을 수행했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따라서 문제된 보조금의 수혜기업들에게 발생한 혜택을 적절히 산정
하지 않았다는 점, 그 산정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멕시코
가 WTO 보조금협정 제1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다고 유럽공동체는 주장하
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US 빲 Canadian Pork 사건, US – Softwood Lumber IV
사건 등 기존 판정례를 인용하면서, (ⅰ) 투입재의 생산업자와 수입상품의 생산
업자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혜택의 이전 분석이 필요하고 (ⅱ) 투입
재와 최종재 모두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혜택의 이전
분석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409) 또한 혜택의 이전 분석과 관련된
기존 사건들에서는 GATT 제6조 제3항이 청구의 주된 근거였던 반면 이 사건
408) Appellate Body Report, US 빲 Upland Cotton, para. 472.
409) Ibid., para. 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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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럽공동체는 WTO 보조금협정 제1조와 제14조에 근거하여 혜택의 이
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410) 혜택의 이전 분석을 수행할 의무가 위 두 조항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411)에 패널은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패널은 혜택의 이전 분석과 관련된 유럽공동체의 주장을 살펴보았
다. 첫째, 패널은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b)호가 조사당국으로 하여
금 혜택의 양을 산정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412) 따라
서 유럽공동체의 주장과는 달리, 멕시코가 혜택의 이전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 제1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둘째, WTO 보조금협정 제14조에 근거한 유럽연합의 혜택의 이전 분석 관
련 주장에 대해, 제14조는 혜택의 양을 산정하는 방식이 “투명해야 하고 적절
히 설명되어야(shall be transparent and adequately explained)” 함을 규
정하고 있다. 이 문구를 놓고 볼 때, 멕시코 조사당국이 반드시 혜택의 이전 분
석을 수행해야 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서 반드시 멕시코 조사당
국의 분석이 투명하지 않거나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패
널은 설명하였다.413) 나아가 패널은 ‘설사’ WTO 보조금협정 제14조가 혜택
의 이전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멕시코 조사당국이 해
당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였다.414)
또한 문제된 보조금은 ‘올리브유 생산을 위해’ 올리브 재배업체들에 지급된
것이었다. 올리브 재배업체들은 자신이 재배한 올리브가 올리브유로 전환되었
음을 증명하는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생산된 올리브유의 실제
중량(kg)에 따라 보조금액이 산정되었기 때문이다.415) 중간재(올리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멕시코로 수출된 상품(올리브유)의 생산에 대한 보조금이었으

410)
411)
412)
413)
414)
415)

Panel Report, Mexico 빲 Olive Oil, para. 7.145.
Ibid., para. 7.148.
Ibid., para. 7.152.
Ibid., para. 7.159ff.
Ibid., para. 7.16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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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416) 패널은 멕시코가 혜택의 이전 분석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WTO
보조금협정 제14조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유럽공동체가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

2) 평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WTO 협정에는 상류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혜택의
이전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GATT 제6조 제3항과 WTO 보조금협정
제10조에 부속되어 있는 각주36에 근거하여 GATT/WTO 판정례를 통해 관
련 내용이 발전되어왔다.417)
상류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의 경우 혜택의 이전에 관한 분석이 반드
시 필요하며 상류보조금 분석 시에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의 이전은 추정될 수
없다. 만약 상류 생산업자가 보조금을 공여받았으나 상류 생산업자가 독립적
지위에 있는 하류 생산업자와 ‘시장조건에 따른 거래(arms-length transaction)’
를 하였다면,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혜택을 이전하였다고 추정될 수 없을 것
이다.418) 조사당국은 상류보조금의 혜택이 상류제품의 가격을 통해 하류제품
에 이전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직접 공여받은 수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뿐 아니라 그러한 제품을 원자재나 중간재로 사용하여 생산된 하
류제품도 상계관세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416) Ibid.
417) 즉 상계관세 부과액은 해당 상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여된 보조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418) Wentong Zheng(2013), p.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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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혜택의 이전 분석 필부에 대한 GATT/WTO 판정례의 입장

1

2

상류-하류 생산업자가 시장조건에 따라 거
래를 하지 않는 경우
상류-하류 생산업자가 수직적으로 통합되
어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는 경우
상류-하류 생산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

3

고 시장조건에 따른 독립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혜택의 이전 분석 불요 (∵ 혜택의 이전이 추정됨.)
∙ 혜택의 이전 분석 불요 (∵ 혜택의 이전이 추정됨.)
∙ 혜택의 이전 분석 필요
(∵ 상류 생산업자가 보조금을 공여받더라도, 하류 생산업
자까지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는 추정 불가.)

자료: DS7/R-38S/30, DS236, DS257, DS267, DS341 사건 GATT/WTO 판정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다. 미 상계관세 규정
지금까지 확인하였듯, WTO 협정에서는 간접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
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계가능한 간접보조금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을 두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복수 건의 판정례를 통해 혜
택의 이전 법리를 확립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반면 미국의 국내 상계관세
규정은 ‘경쟁적 혜택(competitive benefit)’ 개념을 두어 상류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다루고 있다.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WTO 보조금협정 공동개정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상류보조금의 정의 및 경쟁적 혜택
1930년 ｢관세법｣ 제771A조 제(a)항은 상류보조금을 세 개의 누적요건을
두어 정의하고 있다. 즉 상류보조금은 “보조금 공여당국과 동일한 국가 내에서
상계관세 절차의 적용을 받는 제품[하류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투
입재[상류제품]에 대해 공여당국에 의해 지불되거나 제공되고,419) 제품에 경
419) 19 U.S.C. Sec. 1677-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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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 혜택을 제공한다고 행정당국이 판단하며,420)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 비용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421) 수출보조금 이외의 상계가능한 보조금422)을 의미
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 상류보조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투입재보조금이 ‘경쟁
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423) 조사대상물품에 사용되는 투입재의 가
격이 하류 생산업자가 독립적인 시장거래조건하에서 다른 판매자에게 지불했
어야 할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해당 상류보조금은 그 차액만큼 경쟁적 혜택을 부
여한 것이 된다.424) 예를 들어 조사대상물품이 알루미늄이라면, 보크사이트 생
산에 공여된 보조금이 알루미늄 생산업자에게 경쟁적 혜택을 제공하고 알루미
늄의 생산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상류보조금에 해
당된다. 그리고 경쟁적 혜택의 양과 관련하여, 보크사이트 채굴업자(상류기업)
가 보조금을 공여받았고 알루미늄 제품 생산업자(하류기업)가 보크사이트 톤
당 50달러를 지불하였으나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보크사이트 톤당 100달러를
지불했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보크사이트에 공여된 상류보조금은 톤
당 50달러만큼의 경쟁적 혜택을 알루미늄 제품(하류제품)에 발생시킨 것이 된다.
상류보조금이 지급 또는 제공되고 있다고 조사당국(상무부)이 결정하는 경
우, 조사당국은 상류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경쟁적 혜택의 양만큼을 조사대상
물품(하류제품)에 부과되는 상계관세액에 추가해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액은 상류제품에 지급된 상계가능 보조금의 액수보다 클 수 없다.425) 즉
위 예시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액에 50달러만큼이 추가되어야
한다.
420)
421)
422)
423)
424)

19 U.S.C. Sec. 1677-1(a)(2).
19 U.S.C. Sec. 1677-1(a)(3).
19 U.S.C. Sec. 1677-1(a) 두문.
19 U.S.C. Sec. 1677-1(a)(2).
19 U.S.C. Sec. 1677-l(b)(1). 단 투입재에 대해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제공되었다고 행정당국이
이전 상계관세절차에서 결정한 경우, 상계가능한 보조금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당국은 (ⅰ) 적절한 경
우 조사대상물품의 제조업자나 생산업자가 달리 부담하였을 상품 가격을 조정하거나 또는 (ⅱ) 문제된 투입재
가격 대신 다른 출처로부터의 투입재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19 U.S.C. Sec. 1677-1(b)(2).
425) 19 U.S.C. Sec. 1677-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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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1930년 ｢관세법｣상 상류보조금 분석에 있어 핵심은, 상류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이 상류 생산업자로부터 하류 생산업자로 이전되었다는 점을 확립하기 위
해 미 상무부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 점에서 미 상계관세 규정상
상류보조금에 관한 내용은 위에서 검토한 GATT/WTO 판정례와도 상당히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즉 1930년 ｢관세법｣ 제771A조 제(a)항은 상류 생산업자가
보조금을 공여받고 생산·판매한 상품을 독립적 지위의 하류 구매자에게 판매
할 경우, 미 상계관세 규정은 상류 생산업자가 보조금 혜택을 하류 구매자에게
이전시킨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추정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류 생산업자
와 하류 생산업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 상무부는 상류보조금에 의해 발
생한 경쟁적 혜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라.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혜택이 보조금의 직접 수혜
기업이 아닌 그 외 기업에게 이전되었다고 상계관세 조사당국이 추정할 수 없
다는 점은 비록 WTO 협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GATT/WTO 판정례를
통해 WTO 체제 내에서 확립되어 왔다. 또한 미국의 상계관세 규정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앞서 확인하였다.
다만 WTO 보조금협정이 혜택의 이전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 못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426) 분석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이 협정상 결여된 상태이므로, 조사당국이 상계관세 조사에서 혜택의 이전 분
석을 형식적으로 수행한 다음 상계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427) 이러한 배경

426) Negotiating Group on Rules, BENEFIT PASS-THROUGH - Communication from Canada,
TN/RL/GEN/7, 14 July 2004, para. 1.
427) Ibid., para. 2.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 139

에서 과거 캐나다와 브라질이 2004년과 2005년에 혜택의 이전에 관한 의견
서428)를 WTO 규범협상그룹에서 제출한 바 있다.

1) 캐나다의 제1차 개정안(TN/RL/GEN/7)
2004년 5월 21일 의견서에서 캐나다는 현행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
항 제(b)호에 혜택의 이전 효과가 추정될 수 없으며 조사당국에 의해 증명되어
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WTO 보조금협정에 ‘혜택의
이전 분석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Benefit Pass-Through Analyses)’
에 관한 부속서 8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독립적 지위에서 운영되는 기업들 사이의 거래에는 ‘한 기업에 대한 재정
적 기여로 인해 발생한 혜택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기업에게 이전되지 않
았다’는 반박가능한 추정이 적용된다.429)
둘째, 한 기업에 대한 재정적 기여의 혜택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기업
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조사당국은 (ⅰ)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받은 수혜기업이 독립적 지위에 있는 다른 기업에게 상품·서비스를 제
공하거나 그로부터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그러한 제공 또는 구매가 해
당 상품·서비스 제공 또는 구매 국가에서의 지배적인 시장여건보다 적절한 수
준 미만의 보상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430) (ⅱ)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받은 수혜기업이 독립적 지위에 있는 다른 기업에게 외견상 적절한 수준의 보
상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기업들 사이에 보상약정이나 그 외 부수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을 독립적 지위에 있는 다른 하류기업에게 이전하도록 하
428) BENEFIT PASS-THROUGH - Communication from Canada, TN/RL/GEN/7, 14 July 2004; Negotiating
Group on Rules, BENEFIT PASS-THROUGH - Paper from Brazil, TN/RL/W/193, 16 November
2005.
429) Negotiating Group on Rules, BENEFIT PASS-THROUGH - Communication from Canada, TN/RL/
GEN/7, 14 July 2004, para. 6(a).
430) Ibid., para.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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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혜택의 이전에 관한 WTO 법리를 제1조 제1항 제(b)호에 각주로 반영하는 안
(캐나다의 제1차 개정안)
현행

개정안

1.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subsidy shall be deemed to exist if:
(a)(1) 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government”),
[...]

1.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subsidy shall be deemed to exist if:
(a)(1) 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government”),
[...]

and

and

(b) a benefit is thereby conferred.

(b) a benefit is thereby conferred.2)
2)

Where the recipient of a financial contribution
and the recipient of the resulting benefit operate at arm’s length from one another, the investigating authority shall examine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benefit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was passed through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VIII.

1.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1)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 의 재정적
인 기여가 있는 경우, [...]

1.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1)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 의 재정적
인 기여가 있는 경우, [...]

또한

또한

나.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각주 신설)

나.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2)
2)

재정적 기여의 수혜자와 그로 인한 혜택의 수혜자가
서로 독립적 지위에서 운영되는 경우, 조사당국은 재
정적 기여의 혜택이 전자로부터 후자로 이전되었는
지 여부 및 이전의 정도를 부속서 8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자료: 개정안 원문은 캐나다 제안서(TN/RL/GEN/7) 참고. 현행 WTO 보조금협정의 국문은 산업통상자
원부 공식번역본(fta.go.kr)을 참고하고, 개정안은 저자 번역.

는 정부 공여당국의 지시 또는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431) (ⅲ)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432)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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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사당국은 혜택의 이전 이외에 다른 요소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또한 고려해야 한다. 가격에 미친 영향이 혜택의 이
전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그러한 가격효과를 혜택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것
으로 규명해서는 안 된다.433)

2) 브라질의 의견서(TN/RL/W/193)
2005년 11월 15일 의견서에서, 브라질은 앞서 캐나다가 제출한 WTO 보조
금협정 개정안에 대해 상류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와 보조금 혜택의 이전
문제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캐나다는 개정안에서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b)호에 각주
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브라질은 혜택의 이전 분석은 상계관세 조사에
만 관련된 것이므로 제1조 제1항 제(b)호가 아니라 동 협정 중 상계조치에 관
련된 규정에만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434) 상계관세를 조사대
상 상품의 투입재 내지는 상류제품에 공여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할
경우, 조사당국은 해택의 이전 분석을 해야 한다. 상류 생산업체에 공여된 보조
금으로 인해 발생한 혜택이 상류 생산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하류 생산업체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만약 그러하다면 어느 정도가 이전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
함이다. 혜택의 이전 분석 의무는 GATT 제6조 제3항 및 WTO 보조금협정 제
10조의 각주36435)과도 합치하는 것이다. 436)
브라질은 캐나다가 상계관세 조사에서 혜택의 이전이 문제될 경우를 상정하

431)
432)
433)
434)

Ibid.
Ibid.
Ibid., para. 6(c).
Negotiating Group on Rules, BENEFIT PASS-THROUGH - Paper from Brazil, TN/RL/W/193, 16
November 2005, para. 2.
435) 이들 규정에 따라, 상품의 제조·생산·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여된 보조금만이 상계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36) Negotiating Group on Rules, BENEFIT PASS-THROUGH - Paper from Brazil, TN/RL/W/193, 16
November 2005, pa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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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것이므로, 관련된 개정도 상계조치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제5부만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규정인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b)호를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
였다. 혜택의 이전 분석은 제2부(금지보조금)와 제3부(제소가능보조금)에는 적
용되지 않으므로, 제5부뿐 아니라 제2부와 제3부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
1조 제1항에 혜택의 이전에 관한 내용을 각주로 추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
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즉 혜택의 이전에 관련된 개정으로 인해 보조금의 정
의 규정이나 제2부, 제3부에 따른 금지·제소가능 보조금에 대한 다자적 구제
규정에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437)
둘째, 캐나다는 WTO 보조금협정에 부속서 8을 신설하여 여기에 ‘혜택의 이
전이 없었다는 반박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of No PassThrough)’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브라질은 지금까지의
GATT/WTO 판정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러한 제안의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고 지적하였다. 즉 지금까지 패널과 상소기구는 혜택의 이전 분석 없이는 조사
당국이 혜택의 이전을 추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이지, 조사당국이 혜
택의 이전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캐나다의 제안은 상류보조금에 관한 GATT/WTO 판정례에서 요
구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조사당국에 부과한 것이므로 브라질은 이
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438)
셋째, 캐나다는 상계관세 조사당국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부속서 8에 명시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브라질은 GATT/WTO 판정례에 비추어볼 때 혜택의
이전과 관련하여 캐나다가 제안한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을 상계관세 조사당국
에게 요구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439) 혜택 이전의 구체적인 분

437) Ibid., para. 5.
438) Ibid., para. 6.
439) Ibid., par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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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법은 아직까지는 각 회원국 조사당국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라는 지적이
다.440)

3) 캐나다의 제2차 개정안(TN/RL/GEN/86)
캐나다는 기제출하였던 개정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2005년 11월 16일에 의
견서를 새로 제출하였다. 캐나다는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b)호에
각주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 각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첫째, 재정적 기여로 인해 발생한 혜택이 한 실체로부터 독립적 지위의 다른
실체로 이전된다고 상계관세 조사당국이 추정할 수 없으며, 혜택 이전의 입증
을 혜택의 산정에 관한 규정인 WTO 보조금협정 제14조에 연계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441) 둘째, 제1차 개정안에서 캐나다가 제안하였던 부속서8의 신설에
관한 내용은 전부 삭제되었다.

표 3-5. 혜택의 이전에 관한 WTO 법리를 제1조 제1항 제(b)호에 각주로 반영하는 안
(캐나다의 제2차 개정안)
현행

개정안

1.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1.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subsidy shall be deemed to exist if:
subsidy shall be deemed to exist if:
(a)(1) 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a)(1) 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referred to
the territory of a Member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government”),
in this Agreement as “government”),
[...]
[...]
and
(b) a benefit is thereby conferred.

and
(b) a benefit is thereby conferred.2)

440) Ibid., para. 8.
441) Negotiating Group on Rules, BENEFIT PASS-THROUGH - Paper from Canada, TN/RL/GEN/86,
17 November 2005, pa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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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2)

1.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1)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 의 재정적
인 기여가 있는 경우, [...]

Where there is evidence suggesting that a
financial contribution, within the meaning of
that term in Article 1.1(a)(1), is received by
one entity and a benefit, within the meaning
of that term in Article 1.1(b), is conferred
thereby to an unrelated entity so as to constitute the bestowal of an indirect subsidy,
the Member concerned shall determine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benefit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was actually passed
through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is Agreement applied mutatis mutandis. A
pass-through analysis shall be conducted in
a transparent manner and a finding that all or
part of the benefit of a subsidy has been
passed through to another entity shall be adequately explained. For greater clarity, the
requirement to demonstrate that the benefit
of a financial contribution has passed from
one entity through to another is limited to
transaction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in which the subsidy was bestowed.

1.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1)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 의 재정적
인 기여가 있는 경우, [...]

또한

또한

나.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각주 신설)

나.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2)
2)

제1조 제1항 제(a)호 (1)목에 쓰인 용어의 의미에서
의 재정적 기여가 한 실체에게 주어지고 제1조 제1
항 제(b)호에 쓰인 용어의 의미에서의 혜택이 그로
인해 관련이 없는 실체에게 발생하여 간접적인 보조
금의 공여에 해당될 경우, 관련 회원국은 재정적 기
여의 혜택이 전자로부터 후자로 실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동 협정 제14조가
준용된다. 혜택의 이전 분석은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
되어야 하며, 보조금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실체에게 이전되었다는 판정이 내려질 경우 이에 대
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
기 위하여, 재정적 기여의 혜택이 한 실체로부터 다
른 실체로 이전되었음을 증명할 의무는 보조금이 공
여된 회원국 영역 내에서의 거래로 한정된다.

자료: 개정안 원문은 캐나다 제안서(TN/RL/GEN/7) 참고. 현행 WTO 보조금협정의 국문은 산업통상자
원부 공식번역본(fta.go.kr)을 참고하고, 개정안은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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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혜택의 이전 관련 개정안에 대한 전망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현행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상류보조금에 관해 명
시하고 있지 않아 다수의 분쟁에서 문제가 되어왔다. 상류보조금 판단 기준, 상
류보조금에 의한 혜택의 이전효과 산정방법을 협정 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혜택의 이전에 관한 내용이 미국·유럽연합·일본 주도의 WTO 보조금
협정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그 내용은 기존에 캐나다가 제출하였던 개정안의
내용과는 다소 결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캐나다의 2004년, 2005년 개정안
은 상계관세 조사당국이 혜택의 이전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분석방식
에 있어 권한남용이 있을 경우를 우려하여 조사당국의 재량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의 제안이었다. 반면 미국·유럽연합·일본은 중국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추적이 복잡한 채널로 상류보조금을 공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정부
의 명시적 지시 없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WTO 보조금협정
이 이를 제대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혜택의 이전 분석에 중요한
부분은 보조금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이 아니라 각급 정부에 의해 실제 보
조금 지원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있다. 중국 포함 일부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내 보조금 정책에 관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 보조금
으로 인해 발생한 혜택의 이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정상
적인 시장조건에서의 국내가격 또는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입재가 제
공되었다는 점을 조사당국이 증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정 경우에 한하여’ 혜택의 이전에 관한 상계관세 조사당국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키는 데 미국·유럽연합·일본의 개정안의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
성이 있다. 예를 들어, US – Softwood Lumber IV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내렸
던 판단을 WTO 보조금협정에 명시하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다.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상·하류 생산업자가 독립적 지위가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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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상계관세 조사당국이 혜택의 이전이 있었음을 달리 증명할 필요가 없다
고 하였다. 동일한 논리를 상류산업(후방산업)에 속하는 국영기업과 하류산업
(전방산업)에 속하는 국영기업이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두 국영기업의 다수지분을 소유하고 있거
나 두 국영기업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상류 국영기업과 하류 국영기업은 상호
관련된 실체로서 판단되거나 해당 국영기업들 사이의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들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조건 거래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제안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신설될 경우, 중국과 같이 국가의 경제개입이 완연하고
상류 및 하류 생산업자가 시장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지 않거나 또는 두 생산업
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당국의 입증책임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442)
나아가 상류 생산업자에 대한 보조금 공여에는 하류 생산업자를 지원하는 효
과가 있다는 맥락에서,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은 “조사대상물품의 가치사슬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가 부차적으로 제안될 가능성도 있
어 보인다.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가. 유해보조금의 금지보조금 편입
WTO 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
류하고 그 사용을 금지한다.443) 그러나 위 두 개 유형 외에도, 유사한 부정적
442)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천연자원 산업부문에 있어 동일 생산공정에 있는 기업간의 통합 즉 수직적 통합을 흔하
게 찾아볼 수 있는데, 광물 채굴기업(국영기업)과 광물 가공기업(국영기업)이 관련회사인 경우가 많다. 이 경
우 상류 국영기업이 생산하는 투입재에 대한 보조금 제공은 하류 국영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대한 보조금
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Yingying Wu(2019), pp. 150-151.
443) WTO 보조금협정은 무역흐름의 왜곡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등 3개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 147

외부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전 세계 후생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
조금 유형이 있을 수 있다.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를 통해 이러한 보조금
들이 금지보조금으로 추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8년 5월 공동작
업제안서444)에서 미국·유럽연합·일본은 ‘가장 유해한(most harmful)’ 유형
의 보조금의 경우, 완전히 금지되거나 또는 해당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상업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음을 보조금 공여국이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3개 회원국의 공동개정안에는 유해보조금을 유형을
특정하여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보조금 공여가 WTO 보조금협
정상 법적으로 금지됨을 명시하는 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현행 WTO 보조금협정 제3조 제1항에 제(c)호를 신설
하고 동 항의 규정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유해보조금의 조건을 기술하는 방식
이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주(‘for greater certainty’ 규정)를 추가하
거나 부속서에 예시목록을 두는 방식이 부수적으로 제안될 수 있다. 제3차 미
국·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18. 9. 25)445)은 유해보조금의 예로서 (ⅰ) 정부
의 암묵적인 대출보증을 이유로 하는, 기업의 신용수준에 맞지 않는 국유은행
대출,446) (ⅱ) 비상업적 성격의 출자전환, (ⅲ) 이중가격 책정 등 생산요소 가격
유형을 나누어 규정하였다. 첫째, WTO 보조금협정 규정은 일정 유형의 보조금들이 무역제한적이고 타방 회
원국의 경제에 유해하며, 반경쟁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다. 국내상품의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수출보조금), 그리고 수입상품 대신 국내상품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수입대체보조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보조금은 무역왜곡적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협정상 금지된다. 동 협정 부속서 1에 금지되는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제소가능보조금의 경우 그 자체로서 금지가 되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 WTO에 제소하거나 상계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제소가능보조금이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앞서 제2장에서 확인하였
듯, 부정적 효과는 (ⅰ) 보조금을 공여받고 생산된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피해국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ⅱ)
GATT상의 혜택에 ‘무효화 또는 침해’가, 또는 (ⅱ) 보조금 공여국이나 제3국 시장 등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
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셋째, 지금은 실효하였으나 허용보조금의 경우 WTO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비특정적인 보조
금(제8조 제1항 제(a)호),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R&D 활동
에 대한 지원(제8조 제2항 제(a)호),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WTO 보조금협정 제8조 제2항 제(b)호), 기존시설
의 새로운 환경요건에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8조 제2항 제(c)호)이 여기에 해당된다.
444)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May 31, 2018, Annexed Statement 1: EU-JAPAN-US SCOPING PAPER
to defin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onger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온라인 자료, 최
종 검색일: 2019. 12. 30).
445)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September 25, 2018(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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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제공, (ⅳ)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계획이 없는 상태로 부실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공, (ⅴ) 공급과잉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보조금 공여를 들었던 바 있다. 이러한 유해보조금의 구체목록에 대해서는 제3
조 제1항 제(c)호나 부속서(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금지보조금 목록)를 신
설하는 방식447)이 제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으로 산업보조금의 광범한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위 금지보조금 유형
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하다.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
는 경우 오히려 회원국의 국내 정책주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을 통한 간접보
조금 문제를 포괄할 수 있으면서도, 금지보조금의 과도한 확대 내지는 상계관
세 조사당국의 규정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규정 내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철강, 알루미늄 등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문제되고 있는 산업
부문을 망라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이 경우 어떠한 산업 부문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해 국가간 이해관계로 인
해 WTO 개정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선별적 구제 규정 신설
아울러 유해보조금이 금지보조금으로 지정된 이후 WTO 회원국이 그러한
보조금을 공여한 경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
446) 예를 들어 최근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 정례회의(2019. 4. 30)에서 미국은 알루미늄 공급과잉에
관한 「국제 알루미늄 시장 및 그 가치사슬에 관한 OECD 보고서」(2019. 1)를 인용하면서, 중국의 다양한 정
부지원 중 특히 국유은행에 의한 특혜대출조건이 알루미늄 산업 공급과잉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
던 바 있다. “U.S., EU, Japan say OECD report proves WTO subsidy rules need to be updated”,
World Trade Online(2019. 5. 1).
447) 현행 WTO 보조금협정에는 부속서 1(수출보조금 예시목록), 부속서 2(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
한 지침), 부속서 3(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 부속서 4(종가기준 총 보조금지급의 계산(제
6조 제1항 제(a)호)), 부속서 5(심각한 손상과 관련한 정보개발절차), 부속서 6(제12조 제6항에 따른 현장조
사절차), 부속서 7(제27조 제2항 제(a)호에 언급된 개발도상회원국) 등 7개의 부속서가 있다. 부속서 1을 개
정하여 금지보조금의 예시목록을 추가하거나 또는 ‘Annex 1bis’ 형식을 생각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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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금지보조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WTO 분쟁
해결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등 WTO 분쟁해결양해(이하 ‘DSU’)
에 대한 특칙을 마련해두고 있다. 따라서 유해보조금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
협정 제4조가 적용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다만 동 협정 제4조에 따른 구제는
미국 등이 중국의 산업보조금을 WTO에 제소할 경우에 적용되는 특칙에 불과
하다. WTO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금지보조금과 제소가능보조금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앞서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해 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WTO 보조금협정이 금지보
조금에 대해 충분히 강력한 제재규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체감’해왔을 것
이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이 WTO 보조금 규범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공급과잉 관련 보조금에 대한 ‘선별적 구제
(targeted remedy)’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발표448)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유럽연합·일본의 개정안에는, 유해보조금 등 금지보조금에 적
용될 선별적 구제로서 크게 두 가지 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
째, 현행 DSU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은 소급적 구제를 특별법으로서 WTO 보
조금협정 제4조에 따른 구제절차에 추가하는 방안이다. 현행 WTO 보조금협
정 제4조와 DSU하에서는 WTO 보조금협정에 불합치하는 보조금을 공여하더
라도 중국은 장래적으로 해당 보조금을 철폐하거나 위법성을 제거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기공여된 보조금을 기업으로부터 소급적으로 환수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449) 이 경우 중국 내 보조금 수혜기업은 기공여된 보조금으
448)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May 31, 2018, Annexed Statement 1: EU-JAPAN-US SCOPING PAPER
to defin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onger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온라인 자료, 최
종 검색일: 2019. 12. 30).
449) WTO 보조금협정은 금지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공여국이 ‘지체없이 보조금을 철폐’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WTO 보조금협정 제4조 제7항. 마찬가지로 제소가능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경우에도
보조금 공여국은 (ⅰ) 불리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ⅱ) 보조금을 철폐해야 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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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혜택을 WTO 위반 판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현행 WTO 협정에 따른 구제에는 허점이 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WTO 보조금협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 협정의 위법 판정을
받은 보조금의 경우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혜기업으로부터 환
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이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WTO 보조금협정
제4조는 DSU에 대한 특별법을 구성하므로,450) 규범 정합성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인다.
둘째, 개정안에 상계관세 부과에 관련된 규정(동 협정 제5부)이 제안될 가능
성도 이론적으로는 있다. 예를 들어 금지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451)
보다 높은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WTO 협정 전반에 걸쳐 징벌적(punitive) 성격의 관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제안은 WTO 보조금협정 제19조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는 점, 상계관세 부과는 수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이므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
어볼 때, 개정안에 위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공동작업제안서에서 미국·유럽연합·일본은 ‘가장 유해한’ 유형의 보조금의
경우 완전히 금지시키거나, 해당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상업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음을 보조금 공여국이 증명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무만을 부담한다. WTO 보조금협정 제7조 제8항.
450) DSU 제1조 제2항: “...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는 이 양해의 부록 2에 명시된 대상협정에 포함된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과 절차[WTO 보조금협정 제4조 제2항 내지 제12항 포함]에 따를 것을 조건으
로 하여 적용된다.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가 부록 2에 명시된 대상협정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
와 상이한 경우 부록 2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가 우선한다...”(밑줄첨가)
451) WTO 보조금협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계관세 최대 부과 수준은 ‘보조금 전액’이다. 그리고 동 항은 가능
한 경우 ‘그보다 적은 금액’만을 상계관세로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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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망하였듯 3개 회원국은 유해보조금을 금지보조금 범주에 포함시키
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해보조금을 즉각 금지보조
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규율로서 과거
WTO 보조금협정 제6조 제1항 및 동 협정 부속서 4에서처럼 일정 유형의 유해
보조금에 대해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간주 규정을 재도입하는 방안
이 함께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 WTO 보조금협정 제6조 제1항은 상품 종가기
준 보조금 지급총액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전 보조금, 채무면제
보조금 등 일정 유형의 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하였다. WTO 보조금협정 제6조 제1항은 동 협정 제31조에 따라 지금은 효
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제8조 허용보조금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6조 제1항도
1999년 적용이 만료될 때까지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원용된 적이 거의 없
다.452)
또한 심각한 손상의 간주까지는 회원국들의 의견합치가 어려울 경우, 유해
보조금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을 ‘추정(rebuttable presumption)’할 수 있도
록 하는 규정이 차선책으로 제안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
이 있게 된다. 즉 보조금 공여국이 보조금을 공여하였음을 다른 회원국(WTO
제소국)이 일단 증명한 이후에는, 해당 보조금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이 없었음
을 증명할 일차적 입증책임을 보조금 공여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미국은 중국이 국내경제 및 시장에의 정부개입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가격
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대중국 반덤핑 조사 시 미 조

452) Horlick and Clarke(201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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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국은 WTO 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과 1930년 미 관세법 제773조의 ‘특
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조항,453) 또는 중국 WTO
가입의정서 등에 근거하여 중국 국내가격 대신 구성가격을 통해 덤핑마진을 산
정해왔다. 반면 WTO 보조금협정은 비시장경제국에 의해 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에 대해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하고, 개별 사건마다 패널과 상소기구의
협정 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왔다. 즉 현행 WTO 보조금협정 제14조는
제(a)항, 제(b)항, 제(d)항에서 각각 “회원국 영토내의”, “실제로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 또는 구매 국가에서의”라 규정하여, 조사대상
국의 국내가격만을 혜택 산정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대표 사례로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US 빲 Softwood Lumber IV 사건과 US 빲 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사건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바 있다.

가. US 빲 Softwood Lumber IV 사건
캐나다는 퀘벡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일부 주 차원에서 운
영되는 벌채권 제도(Provincial Stumpage programmes)를 통해 국내 벌목
업체와 수출업체들에게 보조금을 공여하였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가 부과한
상계관세가 문제된 사건이다. 미국은 캐나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캐나다 국
내 목재시장이 왜곡되어 국내 목재판매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하므로, 미 상무부가 혜택 산정에 있어 캐나다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
수입원으로부터의 비교가능한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주
장에 대해 상소기구는 WTO 보조금협정 제14조 제(d)항이 ‘시장(market)’ 조
건을 혜택의 산정기준으로 사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였
다.454) 예외적으로 정부가 조사대상국 내에서 특정 물품의 유일한 공급자이고
453) 단 미 상무부 조사의 직접적인 근거는 1930년 미 관세법상의 PMS 조항이며, WTO 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은
미 상무부 조사의 WTO 합치성이 문제될 경우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다루어질 간접적인 근거에 불과하다.
454) 즉 동 규정은 “정부개입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공정 시장가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Appellate Bod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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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국 정부가 동일 국가 내에서 동일 물품의 모든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
에는 조사당국이 다른 산정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455) 단 이 경우에도, 조사당
국이 선택한 산정기준은 조사대상국에서의 지배적인 시장조건과 관련성을 가
지고 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성, 운송, 구매, 판매와 관련된 그 밖의 조건
등 조사대상국에서의 시장조건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456)
원칙적으로 조사대상국의 국내 시장조건이 혜택 산정의 ‘일차적’ 기준이 될
것이나 그렇다 하여 조사대상국 국내 시장조건만이 WTO 보조금협정상 혜택
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이 위 상소기구 판정을 통해 명확해졌다.
조사대상국의 국내 시장조건이 아닌 ‘그 밖의’ 산정기준은 개별 사안마다 결정
되어야 하며, 또한 조사대상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국제 시장가격이나 생산비용
을 근거로 산정한 구성가격이 대리지표(proxy)로서 활용될 수 있다.

나. US 빲 Countervailing Measures(China) 사건(DSU 제21.5조)
최근 2019년 8월 15일에 채택된 US 빲 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사건(DSU 제21.5조)의 이행 상소기구 보고서에서도 시장왜곡이 있는 경우의
혜택 산정기준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 사건은 중국이 DSU 제21.5조에 근거하
여 제기하였던 것으로, 미국의 WTO 판정 이행조치의 WTO 보조금협정 합치
성이 다뤄진 사건이다. 원심 당시 상소기구는 일정 중국산 조사대상품목에 대
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이 WTO 보조금협정 제14조 제(d)항 및 제
1조 제1항 제(b)호에 불합치한다고 결론지었다. 미 상무부가 혜택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후 미국은 상무부 결정 중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부분을 수정하였으나, 해당
결정에 따른 상계관세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이 패널 및 상
US – Softwood Lumber IV, para. 87.
455) Appellate Body Report, US – Softwood Lumber IV, para. 101.
456) Appellate Body Report, US – Softwood Lumber IV, paras.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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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구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WTO 합치성을 다시 문제 삼으며
WTO에 이행심을 신청하였다.
이행상소심에서 문제된 논점 중 하나가 WTO 보조금협정 제14조 제(d)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정부에 의한 상품 제공이 적정 수준 미만의 보상을 받고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상계관세 조사당국이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중국 내 가
격이 아닌 국외가격(out-of-country benchmarks)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
제되었다.
중국은 ‘조사대상국의 국내가격이 정부에 의해 실효적으로 결정됨을 조사당
국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사당국이 국외 시장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행패널은 중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행패널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가격을 정부가 ‘실효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증거만으로
조사당국이 국내 시장가격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격왜곡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당국은 그러할 수 있다.457) 마찬가지로 이행
상소기구도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부가 실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도, 조
사당국이 혜택 산정에 국외가격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14조 제(d)항하에서 있
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행상소기구는 이행패널의 제14조 제(d)항의 해석
및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미국이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의 조
치는 제14조 제(d)항 및 제1조 제1항 제(b)호에 불합치한다고 결론지었다.
이행상소심의 판정내용을 정리해보면, WTO 보조금협정 제14조에 따른 혜
택 산정기준 결정에 있어 핵심은 조사대상국의 국내가격이 정부개입의 결과 왜
곡되었는지 여부이다. 조사당국은 정부개입으로 인해 해당 시장에서 가격이 왜
곡되었다는 판정에 근거해서 조사대상국의 국내가격을 혜택산정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개입’ 자체만을 이유로 그러할 수는 없다. 제14조 제
(d)항하에서 국내가격 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정량분석, 정성분석, 가격

457) Panel Report, US – 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Article 21.5 – China), para. 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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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반사실적 분석 등 다양한 접근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가격이 왜곡
되었는지 여부는 각 조사 건의 관련 증거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결정될 문제다.

다. 평가
WTO 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특정시장상황 조항 내지는 중국의 WTO 가
입의정서 제15조에 상응하는 규정을 WTO 보조금협정에도 신설하고 최근 이
행상소심에서 재확인된 국외가격 기준의 사용가능성을 명문화하는 안이 공동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위 WTO 판정례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조사
대상국(중국)의 국내가격이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왜곡되었다면 조사당
국(미 상무부)이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의 산정기준으로 조사대상국 국내시장
대신 제3국 시장가격이나 국제가격을 활용하는 것이 일정 경우 허용되기 때
문이다.
특히 제2차 공동성명(’18. 5. 31)의 부속성명3에서 미국·유럽연합·일본은
‘시장조건(market conditions)’이 있음을 보여주는 요소 및 지표로서 (ⅰ) 가
격, 비용, 투입, 구매, 판매에 대한 기업의 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시장신
호(market signal)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458) (ⅱ) 기업의 투자 결정이 자유롭
게 이루어지고 시장신호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459) (ⅲ) 자본, 노동, 기술 및 그
밖의 요소의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460) (ⅳ) 기업의 자본배분 결정
이 자유롭게, 그리고 시장신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461) (ⅴ) 기업이 국제적
으로 공인된 회계기준에 적용을 받는 경우,462) (ⅵ) 기업이 회사법, 파산법, 사
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463) (ⅶ) 상기 기업 활동에 정부의 중대한 개입이
458)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Annexed Statement 3: Joint Statement on Market Oriented Conditions,
May 31, 2018, para. 1.
459) Ibid., para. 2.
460) Ibid., para. 3.
461) Ibid., para. 4.
462) Ibid., par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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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464)를 예시하였던 바 있다. 정부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상계관세
조사대상국 내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달리 말하면 혜택의 산정기준으로 중
국 등 비시장경제국(조사대상국)에서의 국내가격이 아닌 국외가격을 사용하기
위한 근거로서 WTO 보조금협정 제14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가. 보조금 수혜자로서의 국영기업
본 연구의 제2장 제2절 라항에서 살펴보았듯,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는
중국 국영기업에 공여된 보조금을 WTO 보조금협정상 ‘특정적’인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해놓았다.465) 즉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경
우 WTO 보조금협정 제2조에 따른 특정성 판단 없이도 중국 가입의정서에 따
라 긍정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또한 중국이 지금까지 소송당사자로 관여된 보
조금분쟁에서 중국 가입의정서 제10조 제2항의 특정성 규칙이 활용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는 점466)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가입의정서상에 중국 국영
기업이 보조금 수혜자인 경우에 적용될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WTO
분쟁해결제도 내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 국영기업이 보조금 수혜대
상인 경우의 특정성 문제가 공동개정안의 우선순위에 놓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463) Ibid., para. 6.
464) Ibid., para. 7.
465) 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10조 제2항은 중국 국영기업이 보조금의 압도적인 수혜자이거나 국영기업이 동 보조
금 총액 중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보조금은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2항 및 제2
조의 의미에서 특정성이 긍정된다고 규정하였다.
466) Yingying Wu(2019),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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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금 공여주체로서의 국영기업(특히 에너지보조금의 경우)
반면 ‘국영기업에 의한’ 보조금 공여에 관해서는 중국 가입의정서상 특별규
정이 없어 WTO 보조금협정 제2조만이 적용되므로,467) 이 경우 적용되는 특
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의 국영 에너지기업이 연료나 전기를 시장조건보다 낮은 가격
으로 제공하는 ‘에너지보조금(energy subsidy)’을 통해 알루미늄 부문을 지원
하여 공급과잉을 유발하고 알루미늄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해왔
다.468) 지금까지 에너지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미국 상무부가 수행한 다수의 조
사 건에서 특정성이 부정되어 상계관세 부정판정이 나왔었다. 낮은 에너지 가
격이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지 않고 산업계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이유
에서였다.469) WTO 보조금협정 제2조 특정성에 대한 개정안은 상기 배경을
반영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집약기업·산업을 하나의 기업군 내지는
산업군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간주 또는 추정 규정이 공동개정안에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다수 회원국들이 상당한 민감성을 보여온 만큼, 위 제안에 다른 회원
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에너지집약기업·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467) 본고의 제2장 제2절 라항 참고.
468) See, e.g., USTR(2018), p. 119,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8-USTR-Report-to-Congresson-China%27s-WTO-Compliance.pdf(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7); “China’s role in
the global steel downturn”(2016. 4. 6).
469)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현행
WTO 보조금협정은 특정 기업(군) 또는 산업(군)에 특정적으로 보조금이 공여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WTO
보조금협정 제2조 제1항 두문), 산업용 전기가 특정 기업(군)이나 산업(군)에만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산업 전반에 걸쳐 모든 기업에 제공될 경우 특정성은 부정된다. 이는 미 상무부 상계관세
조사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인 1930년 관세법상의 특정성 판단기준에서도 마찬가지다. 19 U.S.C. §1677(5A)(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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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협정 개정 논의
3. WTO 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1. 논의의 배경
가. WTO 협정의 통보의무 및 이행 현황
투명성 특히 WTO 협정에 따른 통보(notification) 의무는 WTO의 제도적
실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핵심요소다.470) 농업협정,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 GATT 제17조 해석양해(국영무역 관련), 관세평
가협정,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원산지규정협정, 선적전검사협정, 수량제
한 통보절차에 관한 결정,471)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SPS 협정, TBT 협정 등
대다수 WTO 협정에 통보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통보의무에 대한 이
행·준수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 WTO 사무국 보고서
에 따르면, 1995~2015년 기간 동안 3분의 1 이상의 WTO 회원국들이 WTO
농업협정하에서의 정기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다. 농업협정에 따른 2013년 국
내보조에 관해 아직까지 통보를 하지 않은 WTO 회원국은 WTO 전체 회원국
농업 총생산액의 30%에 해당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수입허가절차협정에
따른 통보의무 이행률은 23%, 국영무역기업 통보의무 이행률은 26%에 불과
하였다. 2014~16년 기간 동안 수량제한 통보절차에 관한 결정(G/L/59/Rev.1)
에 따라 제출된, 동 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통보 건수는 8% 미만이다.472)
또한 WTO 사무국이 2019년 3월 발표한 배경문서에 따르면, 1995~2017
년 동안 보조금 통보의무를 불이행한 회원국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
다.473)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던 2019년
470)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JOB/GC/148, JOB/CTG/10, 30 October 2017, para. 2.
471) Council for Trade in Goods, Decision on Notification Procedures for Quantitative Restrictions,
G/L/59/Rev.1, 3 July 2012.
472)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JOB/GC/148, JOB/CTG/10, 30 October 2017, para. 4.

160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4월 30일을 기준으로, 2017년에 제출되었어야 할 신규 및 상세 통보의무를
77개 회원국, 2015년 신규 및 상세 통보의무를 62개 회원국, 2013년 신규 및
상세 통보의무를 55개 회원국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474) WTO 회원국
중에서 신규 및 상세 통보의무를 이행한 회원국 비율은 1995년 당시 50%에서
41%, 통보대상 보조금이 없음을 통보한 회원국의 비율은 동 기간 동안 25%에
서 11%로 감소하였다. 2012년 이래로, WTO 회원국 중 보조금 통보의무를 이
행한 회원국 비율은 65%를 넘어선 적이 없다. 반대로 보조금 통보의무를 불이
행한 회원국 비율은 1995년 25%에서 2017년 48%로 증가 추세에 있다.475)

그림 4-1. 1995~2017년 보조금 통보의무 이행 현황(2019. 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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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대상 보조금이 없음을 통보한 회원국 수

통보의무 이행국 수

주: 여기서 보조금 통보의무란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한 보조금 통보의무를 의미함.
자료: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Notification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G/SCM/W/546/Rev.10, 29 March 2019, p. 3.

473)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Notification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G/SCM/W/
546/Rev.10, 29 March 2019, para. 96.
474)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Notification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G/SCM/W/
546/Rev.10, 29 March 2019, para. 90; “Subsidies Committee members again cite concerns on
lack of transparency”(2019. 4. 30), 온라인 기사(최종 검색일: 2019. 12. 22).
475)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Notification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G/SCM/W/
546/Rev.10, 29 March 2019, p. 4, para. 9. 한편 회원국별 보조금 통보 현황은 본고의 [부록 3](회원국
별 보조금 통보 현황(1995~2017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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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WTO 회원국 수 대비 신규 및 상세통보 의무 이행 회원국 비율
(단위: %)

신규 및 상세통보

’95

’98

’01

’03

’05

’07

’09

’11

’13

’15

’17

통보의무 이행국

50

39

44

45

47

48

48

4

47

46

41

25

16

15

14

1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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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

25

45

41

41

40

41

35

33

35

38

48

통보대상 보조금이
없음을 통보한 회원국
통보의무 불이행국

자료: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Notification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G/SCM/W/546/Rev.10, 29 March 2019, p. 4.

그 결과 WTO 협정의 기능과 운영이 지장을 받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WTO
협정 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정보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WTO 협정
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낮은 통보의무 준수율은 WTO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476)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나.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통보의무
1) 보조금의 통보
가) 통보 대상 및 시점
WTO 보조금협정상 모든 회원국은 동 협정 제2조의 의미 내에서 특정성이
있는, 제1조 제1항에 정의된 모든 보조금을 매년 6월 30일 이전에 WTO 사무
국에 통보해야 한다.477) 다만 2001년 5월 31일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2년마다 신규 및 상세통보(new and
full notification)를 제출하는 데 집중하고 그 사이 연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476) Ibid., para. 5.
477)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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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6항에 따른 연례 갱신통보(updating
notification)에는 ‘중요도를 경감(de-emphasizing)’시키자는 데 합의가 이
루어졌다.478) 이후 2003년 5월 8일과 2005년 4월 14일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위원회 정례회의479)에서 위 결정이 추가 연장되었다.480) 이후 실
무적으로는, 회원국들은 2년마다 신규 및 상세통보를 제출하고 그 사이 연도에
는 다른 회원국들이 제출한 보조금 통보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81)
통보의무는 모든 상품 부문(농업 포함)에 관련된, 특정성을 가지는 모든 보
조금에 적용되며, 보조금 공여주체가 중앙, 지방, 지역, 주 정부인지를 불문하
고 적용된다. 보조금 통보에는 1995년 당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인 G/SCM/6/Rev.1482)이 사용되고 있으며, 문서번호
G/SCM/N/*로 회람된다. WTO 사무국은 회원국의 통보의무 이행여부에 관
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G/SCM/W/546/*로 매년 배포하고 있다.483)

나) 통보의 법적 성격
회원국이 자국의 특정 조치를 통보하더라도, 그러한 통보는 해당 조치의 법
적 지위 및 성격을 예단하지 않는다.484) 예를 들어 Canada 빲 Aircraft 사건에
478)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Minutes of the Special Meeting - Held
on 31 May 2001, G/SCM/M/30, 14 August 2001, para. 6. 한편 이보다 앞서 1996년 싱가포르 각료
결정에서는 WTO의 주무기관에서 “통보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실무 제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완전한 (통보의
무)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였던 바 있다. WTO Ministerial Conference,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96)/DEC, 18 December 1996, para. 11.
479)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Minutes of the Regular Meeting - Held
on 8 May 2003, G/SCM/M/46, 23 July 2003, para. 43;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Minutes of the Regular Meeting - Held on 14 April 2005, G/SCM/M/53, 3 August
2005, para. 35.
480)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Notification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G/SCM/W/
546/Rev.10, 29 March 2019, p. 4, para. 12.
481) WTO, Technical Cooperation Handbook on Notification Requirements –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orld Trade Organization, May 2019, p. 4.
482)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Questionnaire Format for Subsidy Notifications
under Article 25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under
Article XVI Of GATT 1994 - Revision, G/SCM/6/Rev.1, 11 November 2003.
483) WTO, “Notification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온라인 자
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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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브라질은 캐나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보조금협
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캐나다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 통보한
문서를 제시하였다. 패널은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7항을 언급하며, 캐나
다가 제출한 보조금 통보만을 근거로 캐나다가 ‘보조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하였다.485) 또한 Brazil 빲 Aircraft 사건에서 상소기구도 WTO 보
조금협정 제25조에 따른 통보의 목적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
보된 내용을 근거로 통보의 대상이 된 조치의 법적 성격을 예단할 수 없다고 설
시한 바 있다.486) 따라서 보조금 통보에 일정 오류를 범하더라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회원국이 통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권장된다.487)

다) 통보의 내용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은 다른 회원국이 통보
된 보조금 계획의 운영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회
원국의 통보서에는 (ⅰ) 보조금의 형태(무상지원, 대출, 조세감면 등), (ⅱ) 상품
한 단위당 공여된 보조금액, 정책목표, 보조금의 목적, 보조금의 존속기간, 보
조금에 부과된 그 밖의 시한, 보조금의 무역효과 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자
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488)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상기 정보가
보조금 통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 통보서에 관련 정보가 누락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489)
동 협정에 따라 통보가 요구되는 조치가 자국 내에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보하면 된다(소위 ‘nil’ notification).490)
484)
485)
486)
487)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7항.
Panel Report, Canada – Aircraft, para. 9.256.
Appellate Body Report, Brazil – Aircraft, para. 149.
WTO, “Notification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온라인 자
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8).
488)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3항.
489)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4항.
490)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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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이 자신의 조치가 보조금 통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다른 회
원국은 해당 회원국에게 그러한 판단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491) 이러한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
고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요청을 받는 경우 요청회원국에 추가 정보를 제
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동 회원국은 이 협정의 조건과의 부합 여
부를 다른 회원국이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이와 같
은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에 대하여 위원회
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492)
한 회원국의 보조금 조치가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8항에 따라 통보되
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다른 회원국은 통보를 하지 않은 회원국에 주의를 환기
할 수 있다.4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당 보조금이 신속히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회원국은 해당 보조금에 관해 위원회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494)

2) 상계관세 조치 및 상계관세 조사절차의 통보
가) 상계관세 조치의 통보
회원국은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취해진 모든 예비 또는 최종조치를 지체 없
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위원회에 보고한다. 동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상계관세 조사를 위해 다른 WTO 회원국이 사무국에서 확보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495) 또한 회원국은 회원국이 취한 모든 예비 또는 최종 상계관
세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위원회
에 제출한다. 동 보고서는 합의된 표준양식에 따라 제출된다.496) 위 의무에 따

491)
492)
493)
494)
495)
496)

WTO
WTO
WTO
WTO
WTO
WTO

보조금협정
보조금협정
보조금협정
보조금협정
보조금협정
보조금협정

제25조
제25조
제25조
제25조
제25조
제25조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0항
제11항
제11항

1문.
2문.
1문 및 2문.
3문 및 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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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통보대상은 보조금 공여 및 피해의 조사기간, 보조금 및 피해 긍정판정의 결
정일, 문제된 보조금 프로그램의 명칭 및 보조금의 유형, 보조금 공여당국, 특
정성 결정의 근거, 보조금 양 등 조사당국의 보조금 판정 및 피해 판정에 관련
된 정보이다.497)

나) 상계관세 조사절차의 통보
각 회원국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위원회에 (ⅰ) WTO 보조금
협정 제11조에 따른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고 수행할 자국의 권한당국이 어
디인지, 그리고 (ⅱ) 상계관세 조사의 개시와 수행을 규율하는 국내절차에 관해
동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498) 상계관세조사의 개시와 수행을 규율하는 국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회원국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499)

표 4-2. WTO 보조금협정 제25조에 따른 보조금 통보 유형
통보대상

통보근거

통보시기

표준 통보양식

통보문 문서번호

G/SCM/6/Rev.1

G/SCM/N/*

G/SCM/3/Rev.1

상동

보조금협정 제2조에
1

따라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협정

격년

제1조 제1항에

제25조 제2항

(신규 및 상세통보)

정의된 모든 보조금
상계관세 조치
2

(조사개시,

보조금협정

조치 시

예비·최종 판정,
잠정·확정 조치 포함)

제25조 제11항

즉시 통보

497)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Minimum Information to be Provided under
Article 25.11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the Reports on
All Preliminary or Final Countervailing Actions - Revision, G/SCM/3/Rev.1, 2 November 2009,
pp. 1-2.
498)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12항.
499)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11항 및 제12항.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Notification under Articles 25.11 and 25.12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G/SCM/129, 29 Octo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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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통보대상

통보근거

통보시기

상동

상동

(1월, 7월

표준 통보양식

통보문 문서번호

G/SCM/2/Rev.1

상동

표준양식 없음

(G/SCM/N/18/*로

연 2회
3

반기별 통보500))

WTO 협정 발효시
4

상계관세 조사당국

보조금협정

및 관련 국내절차

제25조 제12항

1회, 또는
조사당국·절차

상동
회람)

국내 신설 시 1회
상계관세 조사당국
5

및 관련 국내절차
부재, 상계관세
조치 부재

1회
보조금협정
제25조 제11항
및 제12항

(조사당국 및 관련
국내절차 신설시,

G/SCM/129

G/SCM/N/*

상계관세 조치
부과 시)

주: 동일한 규정에 근거한 통보의무의 경우에도 통보주체에 따라 상세 통보내용과 양식이 다른 경우가 있
음(예: 1995년 이후 신규가입회원국의 최초 반기별 통보). 따라서 위 표는 (5번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자료: WTO(2019), pp. 7-9를 정리·요약.

다. 중국의 보조금 통보와 미국의 문제 제기
1) 경과
가) 중국의 WTO 가입과 보조금의 통보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로 WTO에 가입하면서 가입의정서에
통보대상인 24건의 보조금 목록(부속서 5A)과 철폐대상인 3건의 보조금 목록
(부속서 5B)을 기재하였다.501)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일부 보조금이 목록에서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였다.502) 이후 2002년에 미국은 WTO 보조금협정 제25
500)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회원국은 신규 상계관세 조치 유무 불문, 시행 중인 자국의 모든
상계관세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501) WTO Ministerial Conference,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23 November 2001, pp. 68-92.
502) WTO Ministerial Conferenc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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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보조금 통보를 할 의무를 중국이 부담
한다고 지적하면서, 2002년 보조금 목록을 언제 제출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에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던 부속서 5B 목록 보조금을 실제 철폐하였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503) 여전히 중국이 통보하지 않자 미국은 2003년 보조금 통
보의 지연사유를 상세 설명할 것을 중국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2001년에 철폐
하겠다고 중국이 약속한 부속서 5B 목록 중 ‘손실을 보고 있는 특정 국영기업
에 대한 보조금’이 2003년 당시 철폐 중에 있는 것으로 중국 언론에 보도되었
다며 이에 관해 추가 질의하였다.504)

나) 중국의 2006년 보조금 통보와 미국의 반응
2006년 4월에야 비로소 중국은 보조금위원회에 자국의 보조금 제도에 관해
첫 통보505)를 제출하였다. 중국은 첫 통보에 2001~04년에 실시한 78개의 보
조금 프로그램을 보고하였으나 지방정부나 국유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금
(대출우대, 부채탕감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506) 중국은 가입의정서
에 따라 금지보조금을 WTO 가입 즉시 철폐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통보한 보조금 가운데 일부는 금지보조금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금지
보조금에 해당될 소지가 높은 몇몇 보조금은 아예 통보문에 포함되지 않았
다.507) 2007년 9월 미국은 중국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통보
에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 제도를 통보할 것을 중국에 촉구하였다.508)
(01)/3, 10 November 2001, para. 173.
503)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Questions posed by the
UNITED STATE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SCM/Q2/CHN/2, 18 October
2002, p. 1, Question 1(통보지연), Question 2, 3(가입의정서 폐지보조금 통보)
504)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Questions Posed by the
UNITED STATE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SCM/Q2/CHN/6, 27 October 2003,
pp. 1-2, Question 2(통보지연 사유 설명), Question 5(가입의정서 폐지보조금 현황).
505)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New and Full Not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XVI:1 of the GATT 1994 and Article 25 of the SCM Agreement – PEOPLE’S
REPUBLIC OF CHINA, G/SCM/N/123/CHN, 13 April 2006.
506) USTR, 2018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February 2018, p. 75(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7).
50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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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국은 국내적으로 보조금 관련 정보를 효율·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지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통보를 위해 지방 관료들에
대한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509)

다) 중국의 2011년 보조금 통보
제1차 보조금 통보 이후 중국의 보조금 통보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자510)
미국은 2011년 10월 11일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중국이
통보하지 않은 200개 가까운 목록의 역통보를 제출하였다.511) 그러자 10일 후
인 2011년 10월 21일에 중국은 2005~08년 기간 동안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통보51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중국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보조
금 목록은 빠져 있었다.513)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8항에 근거하여,
2012년 10월에 미국은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한 철강산
업, 반도체산업, 항공기 및 어업 보조금 등 중국이 아직 통보하지 않은 중앙 및
지방정부 보조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514) 2014년 4월에는 전략적 신흥산
업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중국 중앙·지방·시 정부 차원에서 제공된 60개 이상
의 보조금에 관해 정보를 중국에 요청하였다.515)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2012년
508)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Replies to the Questions
Posed by UNITED STATES Regarding the New and Full Notification of CHINA, G/SCM/Q2/
CHN/28, 14 September 2007, p. 1, Question 1.
509) Ibid., p. 1, Reply to Question 1.
510) 2009년 10월 회의에서 중국은 앞으로 몇 달 안에 2차 보조금 통보 내용을 확정할 것이며 이 통보에는 지방
정부 당국이 제공한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고, 2010년 10월 회의에서 같은 공약을 되풀이하였
으나 보조금 통보를 하지 않았다. USTR, 2018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February 2018, p. 76.
511)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Request from the UNITED
STATES to CHINA Pursuant to Article 25.10 of the Agreement, G/SCM/Q2/CHN/42, 11 October
2011.
512)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New and Full Not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XVI:1 of the GATT 1994 and Article 25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CHINA, G/SCM/N/155/CHN, G/SCM/N/186/CHN, 21 October 2011.
513) USTR, 2018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February 2018, p. 76.
514)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Request from the UNITED
STATES to CHINA - Pursuant to Article 25.8 of the Agreement, G/SCM/Q2/CHN/46, 29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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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4년 정보요청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다.516)

라) 중국의 2015년 보조금 통보와 2016년 보충 통보
2014년 10월 미국은 중국의 보조금 통보 지연과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2012년에 정보를 요청하였던 경제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110건의 중
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에 관해 역통보517)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는 2014년 당시 미국이 제25조 제8항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였
던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64건의 보조금에 대해 역통
보518)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09~14년 동안 중앙정부가 공여한
보조금에 관한 통보를 2015년 10월 27일 제출하였다.519) 2016년 1월에 미국
이 위 통보에 중국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자,520) 2016
년 4월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에 관한 통보를 준비 중이라 밝히고521)
같은해 7월 말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보충 통보하였
다.522) 그러나 미국은 통보된 지방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의 건수와 범위가 실제
515)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Request from the United
States to China pursuant to Article 25.8 of the Agreement, G/SCM/Q2/CHN/50, 17 April 2014.
516) USTR, 2018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February 2018, p. 76.
517)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Request from the United
States to China pursuant to Article 25.10 of the Agreement, G/SCM/Q2/CHN/51, 21 October
2014.
518)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Request from the United
States to China pursuant to Article 25.10 of the Agreement, G/SCM/Q2/CHN/53, 19 October
2015.
519)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New and Full Not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XVI:1 of The GATT 1994 and Article 25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China, G/SCM/N/220/CHN, G/SCM/N/253/CHN, G/SCM/N/284/
CHN, 30 October 2015.
520)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Questions from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New and Full Notification of China, G/SCM/Q2/CHN/57, 28 January 2016,
Question 1.
521)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Replies to Questions from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New and Full Notification of China, G/SCM/Q2/CHN/64, 28
April 2016, Reply to Question 1.
522)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New and Full Not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XVI:1 of The GATT 1994 and Article 25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China - Supplement, G/SCM/N/95/CHN/Suppl.1, G/SCM/N/123/
CHN/Suppl.1, G/SCM/N/155/CHN/Suppl.1, G/SCM/N/186/CHN/Suppl.1, G/SCM/N/220/C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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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는 프로그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실시된 지 몇 년이 지났거
나 종료된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였다.523)

마) 중국의 2018년 통보
2017년 4월 미국과 유럽연합은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8항에 따라 철
강보조금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며,524) 미국은 2017년 4월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10항에 따른 역통보를 제출525)하였다. 역통보에서 미국
은 2008년에 미국이 지적하여 2009년에 상호 합의에 이른 중국의 ‘유명 수출
브랜드(Famous Export Brand program)’ 보조금 프로그램이 ‘국제 유명 브
랜드(Internationally Well-Known Brand)’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다시금 중
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수출보조금을 공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통보하고 있
지 않은 점526) 등을 지적하며 80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목록 및
관련 내용을 제출하였다.
중국은 2018년 7월에 2015~16년 기간 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
금 조치를 통보527)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가입 이후 최초로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한 통보문에 기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국 정부가 일정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미국은
중국이 중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소보고(under-reporting)를, 관
Suppl.1, G/SCM/N/253/CHN/Suppl.1, G/SCM/N/284/CHN/Suppl.1, 29 July 2016.
523) USTR, 2018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February 2018, p. 77.
524)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Ques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o China pursuant to Article 25.8 of the Agreement, G/SCM/
Q2/CHN/70, 13 April 2017.
525)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Request from the United
States to China pursuant to Article 25.10 of the Agreement, G/SCM/Q2/CHN/71, 19 April
2017.
526)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Request from the United
States to China pursuant to Article 25.10 of the Agreement, G/SCM/Q2/CHN/71, 19 April 2017,
p. 1.
527)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New and Full Not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XVI:1 of the GATT 1994 and Article 25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China, G/SCM/N/315/CHN, 19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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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대보고(over-reporting)
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528) 2019년 1월 미국은 (ⅰ) 미국과 유럽연합이 정
보를 요청한 철강보조금 관련 내용을 통보에 반영하였는지,529) (ⅱ) 중국이 지
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불완전한 통보를 한 것인지,530) (ⅲ) 정
부지도기금에 대해서 통보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기금의 종류 및 수혜대
상531) 등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중국은 철강보조금과 관련해
서는 충분히 설명하였고, 2018년 7월에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최초 통보
한 이래 2019년 6월 30일의 신규 및 상세통보에서 420건의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보조금을 WTO에 통보하였으며, 정부지도기금은 중국이 제출한 통보
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중국이 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답
변하였다.532)

바) 2019년 통보
중국은 2019년 6월 30일 2017~18년 기간 동안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통보하였다.533) 해당 통보에는 중앙정부의 79개 보조금 프로그램과 베이징시,
상하이시 및 허베이성, 산시성 등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목록이 담겨
있다.

528)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Replies to Questions from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New and Full Notification of China, G/SCM/Q2/CHN/81, 20
November 2019, p. 1.
529)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Questions from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New and Full Notification of China, G/SCM/Q2/CHN/75, 30 January
2019, Questions 1.
530) 지앙수, 지앙시, 위난, 저장성은 성별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통보가 안 되고 있으며 허난, 후베이, 광동,
칭하이, 시촨, 산시성 및 티벳 자치구 등 다른 성들도 한 개의 프로그램만을 통보하였음. Ibid., Question 5.
531) Ibid., Questions 8-10.
532)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Replies to Questions from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New and Full Notification of China, G/SCM/Q2/CHN/81, 20
November 2019, Replies to Questions 1, 5, 8-10.
533)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bsidies - New and Full Not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XVI:1 of the GATT 1994 and Article 25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China, G/SCM/N/343/CHN, 19 Ju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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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중국의 보조금 통보와 미국의 주요 관련 대응
중국의 WTO 보조금 통보
중국 보조금 통보(2001~04년 목록)

미국의 대응
2006.4
역통보 제출(제25조 제10항)
2011.10

- 중국의 통보 불이행 및 불완전 통보를 지
적하며 200여 건의 미보고 보조금 역통보

중국 보조금 통보(2005~08년 목록)

2011.10
보조금 정보 요청(제25조 제8항)
2012.10

- 중국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철
강·반도체·항공기·수산 보조금 및 지방
정부 보조금 등 미통보 보조금 관련 내용

보조금 정보 요청(제25조 제8항)
2014.4

- 전략적 진흥산업 육성정책 관련 중앙, 지
방, 시 정부 제공 60개 이상의 보조금 조
치 정보 요청

역통보 제출(제25조 제10항)
2014.10

- 2012년 정보요청한 경제활성화 프로그
램 관련 110개 중국 보조금 조치

역통보 제출(제25조 제10항)
2015.10
중국 보조금 통보(2009~14년 목록)
중국 보조금 보충 통보
- 최초로 지방정부 제공 보조금 통보

- 2014년 정보 요청한 전략적 진흥산업 육
성책 관련 중국 보조금 조치

2015.10
2016.7
미국·유럽연합 보조금 정보 요청(제25
2017.4

조 제8항)
- 철강 보조금

2017.4
중국 보조금 통보(2015~16년 목록)

- 국제 유명 브랜드 관련 중국 보조금 조치

2018.7
2019.1

중국 보조금 통보(2017~18년 목록)

역통보 제출(제25조 제10항)

미국 질의

2019.7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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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불만사항
중국의 보조금 통보와 관해 미국이 제기해온 불만은 (ⅰ) 보조금 통보 지연,
(ⅱ) 통보의 불완전성, (ⅲ) 통보 지연이나 불완전한 통보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가 현행 제도상 어렵다는 점 등 크게 세 가지다.
(ⅰ) 과거 중국은 보조금 통보가 지연되는 경향이 심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추세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다만 (ⅱ) 중요한 보조
금 프로그램에 대한 누락 및 과소보고의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지방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보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16년 보충
통보 이후 최근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한 문서에 포함
하는 등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중요 보조금 프로그램이 통
보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통보대상이 아닌 보조금에 대해 통보하는 등 통보내용
의 불완전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지도기금’과 같은 일정
보조금 유형을 통보대상 목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미-중 간에 이견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ⅲ) 보조금 통보 지연이나 보조금 정보 요청에도 실질적 답변이 없는
경우, 고의적인 통보 누락 등에 대해 실효적인 이행확보방안이 마련되지 못하
고 있다는 점도 문제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약 500개의 중국 보조금 조치에 대
한 역통보를 제출하는 등534) 중국의 보조금 통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여왔으며,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
원회, 양자 채널을 통해 중국 보조금 통보의 불완전성에 관해 반복적으로 우려
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투명성은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34) USTR, 2018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February 2018,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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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협정 개정 논의
미국·유럽연합·일본이 2018년 5월에 발표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을 위
한 공동 작업제안서535)에서 보조금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규칙 마련을 협상목
표 중 하나로 명시하였던 것도 상기 배경에서이다. 투명성은 앞서 검토한 국영
기업,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유해보조금)에 대한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는 데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표 4-4. 보조금 통보 관련 WTO 개혁 논의 일지(2019. 12. 기준)
일자
1
2
3

’18. 3. 10.
’18. 5. 31.

문서·회의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확인서
제2차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작업제안서

4

’18. 9. 25.

제3차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

5

‘19. 5. 23.

제5차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

자료: 저자 작성. 보다 상세한 논의내용은 [부록 1]을 참고.

미국·유럽연합·일본은 공동확인서(2018. 3. 10)536)에서 “통보 요건의 강화
등 WTO 감독 기능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합의하고, 제2차 공동성명(2018. 5. 31)537)에서 다수의 WTO 회원국
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공여·유지되고 있는 보조금을 전혀 통보하지 않거나 또
는 그 대부분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다른 WTO 회원
535)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May 31, 2018, Annexed Statement 1: EU-JAPAN-US SCOPING PAPER
to defin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onger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온라인 자료, 최
종 검색일: 2019. 12. 30).
536) Joint Readout from Meeting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in Brussels, March
10, 2018,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march/joint-readoutmeeting-united-states(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537)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May 31, 2018, Annexed Statement 1, para. II.1(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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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이 무역효과를 평가하고 통보가 이루어진 보조금제도의 운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WTO 회원국들이 통보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유
인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
였다.
제3차 공동성명(2018. 9. 25)538)에서 3개 회원국은 WTO 개혁의 첫 단계
로서 보조금 통보에 관한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약속하였다. 나아가 WTO
일반 위원회들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합의하고, 모범사례
를 촉진하고 위원회 사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
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자국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기로 하였다. 제3차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2018년 11월 1일에 미국·유럽연합·일본은 아
르헨티나, 코스타리카와 함께 “투명성을 개선하고 WTO 협정의 통보의무를 강
화하기 위한 절차”라는 제목으로 투명성 및 통보에 관한 개정안(JOB/GC/204)
을 공동 발의하였다. 제5차 공동성명(2019. 5. 23)에서 3개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제안에 다른 회원국들의 참여를 강화하기로 하는 데 의
견을 같이하였다.539) 이에 따라 대만,540) 호주,541) 캐나다 및 뉴질랜드542)가
통보 관련 개정 논의에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다.

538)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September 25, 2018(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539)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May 23, 2019, p. 2(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540)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Costa
Rica,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Addendum, JOB/GC/204/Add.1,
JOB/CTG/14/Add.1, 8 November 2018.
541)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Costa
Rica, the European Union, Japan,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and the United States – Addendum, JOB/GC/204/Add.2, JOB/CTG/14/Add.2, 4
December 2018.
542)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Australia,
Canada, Costa Rica, the European Union, Japan, New Zeal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and the United States – Revision, JOB/GC/204/Rev.1,
JOB/CTG/14/Rev.1, 1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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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TO 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본 연구의 제2장과 제3장에서 검토한 국영기업 및 유해보조금 개정 논의가
아직까지 WTO에 제출된 공식 개정제안서 없이 미국·유럽연합·일본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통보에 관해서는 이들 3개 회원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대만 등 다수 회원국이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 또는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된
공식 개정제안서도 [표 4-5]에서와 같이 이미 다수 건이다.543)

표 4-5. 보조금 통보 관련 WTO 회원국 제안서(2019. 12. 기준)
제출일

문서명
미국의 투명성 및 통보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서

1

’17. 10. 30.

2

’18. 3. 12.

3

’18. 11. 1.

4

’18. 11. 8.

5

’18. 12. 4.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유럽연합·일본·대만·미국·호주의 7개 회원국 공동 제
안서(JOB/GC/204/Add.2)

6

’19. 4. 1.

아르헨티나·호주·캐나다·코스타리카·유럽연합·일본·뉴질랜드·대만·미국의
9개 회원국 공동 제안서(JOB/GC/204/Rev.1; JOB/CTG/14/Rev.1)

7

’19. 6. 27.

아르헨티나·호주·캐나다·코스타리카·유럽연합·일본·뉴질랜드·대만·미국의
9개 회원국 공동 개정제안서(JOB/GC/204/Rev.2; JOB/CTG/14/Rev.2)

(JOB/GC/148; JOB/CTG/10)

미국의 투명성 및 통보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서
(JOB/GC/148/Rev.1; JOB/CTG/10/Rev.1)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유럽연합·일본·미국의 5개 회원국 공동 제안서
(JOB/GC/204)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유럽연합·일본·미국·대만의 6개 회원국 공동 제안서
(JOB/GC/204/Add.1)

자료: WTO에 기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43) 그 외에 WTO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유럽연합이 단독 제출한 제안서가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안 초안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Negotiating Group on Rules, Improving Disciplines on
Subsidies Notification -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TN/RL/GEN/188, 30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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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국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단독으로 2017년 10월 30일 투명성 및 통보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2018년 3월 12일에 이를 개정한 제2차
제안서를 재제출하였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미국·유럽연합·일본의 제3차
및 제5차 공동성명에 따라, 동 년 11월 1일에 미국과 더불어 아르헨티나, 코스
타리카, 유럽연합, 일본이 참여한 5개 회원국 공동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일주
일 뒤인 2018년 11월 8일에는 대만이 추가로 참여한 6개 회원국 공동 제안서
가, 2018년 12월 4일에는 호주가 추가로 참여한 7개 회원국 공동 제안서가,
2019년 4월 1일에는 캐나다, 뉴질랜드가 추가로 참여한 9개 회원국 공동 제안
서가 제출되었다. 2019년 6월 27일에는 추가로 개정된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참가국 수에는 변동이 없고, 제안서에 첨부된 일반이사회 결정 초안의 내용에
만 일부 변화가 있었다.

표 4-6. 통보 관련 WTO 회원국 제안서의 주요 내용
제안서

미국의 제안서
1

(JOB/GC/148;
JOB/CTG/10)

미국의 개정제안서
2

(JOB/GC/148/Rev.1;
JOB/CTG/10/Rev.1)

5개 회원국 제안서
3

(JOB/GC/204;
JOB/CTG/14)

주요 내용
∙ 행정조치 도입 제안
∙ 역통보 장려: 통보의무 불이행 회원국을 대신하여 다른 회원국이
통보
∙ 무역정책검토에서 해당 회원국의 WTO 협정 통보의무 준수 여부
에 관해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안 신설
∙ 부속서 형식으로 각료회의 결정 초안 마련
∙ 행정조치 도입안 유지(일부 표현 수정)
∙ 역통보 장려 규정 유지(일부 표현 수정)
∙ 무역정책검토(TPR)에서 WTO 통보의무 준수 여부 검토가 이루
어지도록 하는 안 유지
∙ 마감기한 도과 후 1년 내에 통보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WTO
사무국이 대신 통보를 제출하는 안 신설
∙ 일반이사회 결정 초안 마련
∙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일본 추가 참여
∙ 행정조치 도입안 유지(문서제공중단 및 웹사이트 접속차단, 훈련
및 기술지원 거부가 삭제되고, WTO 공식회의에서의 발언순서
제한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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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제안서

주요 내용

5개 회원국 제안서

∙ 역통보 장려 규정 유지(일부 표현 수정: 다른 회원국을 대신해서
통보한다는 부분 삭제)
∙ 개발도상회원국의 통보 관련 능력배양 지원 규정 신설

3

(JOB/GC/204;
JOB/CTG/14)

4

(JOB/GC/204/Add.1;
JOB/CTG/14/Add.1)

5

(JOB/GC/204/Add.2;
JOB/CTG/14/Add.2)

6

(JOB/GC/204/Rev.1;
JOB/CTG/14/Rev.1)

6개 회원국 제안서

7개 회원국 제안서

9개 회원국 제안서

9개 회원국 개정제안서
7

(JOB/GC/204/Rev.2;
JOB/CTG/14/Rev.2)

∙ 대만 추가 참여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일본, 미국, 대만)
∙ 호주 추가 참여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일본, 대만, 미국, 호주)
∙ 캐나다, 뉴질랜드 추가 참여
∙ 행정조치(일부 내용 추가)
∙ 공동발의국 변동 없음(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코스타리카, 유
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대만, 미국 등 9개 회원국)
∙ 행정조치의 단계별 재분류
∙ 역통보 장려 규정 삭제

자료: WTO에 기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 미국의 제안서(JOB/GC/148)
미국은 2017년 10월 30일자로 “WTO 협정에 의한 투명성 개선 및 통보 의
무의 강화를 위한 절차”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회람하여 줄 것을 상품무역이사
회에 요청하였다. 미국은 투명성, 특히 통보의무의 이행이 WTO 협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쟁점임을 강조하였다.544) 또한 미국은 WTO 협정에 따른 통
보의무 이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WTO 통보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아울러 WTO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역통보 장려와 행정조치 도입을
제안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각료선언문 초안545)을 WTO에 제출하였다.
544)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JOB/GC/148, JOB/CTG/10, 30 October 2017, para. 2.
545) Ibid., Annex: Draft Ministerial Decision -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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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미국은 통보의무를 불이행하는 회원국에게 적용될
‘행정조치(administrative measures)’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WTO 회원국
이 통보기한 마감일로부터 1년 이후~2년 미만 기간 동안 통보의무를 불이행하
는 경우, 통보불이행 2년차 시작일로부터 해당 회원국은 의장국으로 피선임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WTO의 문서를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1단계
행정조치를 적용받게 된다.546) 통보기한 마감일로부터 2년 이후 3년 미만 기간
동안 여전히 해당 통보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통보불이행 3년차 시작일로부터
해당 회원국은 ‘비활동(inactive) 회원국’으로서 지정되고 발언순서에 제한을 받는
등 2단계 행정조치를 추가로 적용받는다.547) 미국은 이러한 행정조치가 분담금
을 체납한 WTO 회원국에 대한 행정조치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548)

표 4-7. 미국 제안서의 행정조치 내용
행정조치 내용
통보 마감일로부터
1년 동안 통보의무
불이행 지속시

행정조치 없음
(ⅰ) 통보불이행국 대표단 구성원은 WTO 기관의 의장으로 임명 금지
(ⅱ) 통보불이행국 정부 및 해당국 제네바 대표부에 문서 제공 중단

1단계 행정조치:
통보불이행
2년차 시작일~3년차
미만

(ⅲ) 통보불이행국의 WTO 웹사이트 접속 차단
(ⅳ) 사무총장이 매년 통보불이행국의 장관 또는 그 외 적절한 직급의 관료를 접촉
하여 통보 문제를 강조
(ⅴ) 사무국이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불이행국의 통보 상황에 대해 매년 보고
(ⅵ) 통보불이행국은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특별보고의 대상이 됨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546) Ibid., para. 6(a).
547) Ibid., para. 6(b).
548) Ibid., f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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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행정조치 내용
(ⅰ) 비활동 회원국(Inactive Member)으로 지정
2단계 행정조치:
통보불이행 3년차
시작일~4년차 미만

(ⅱ) (WTO 협정 제14조 제2항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훈련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접근이 거부됨
(ⅲ) 일반이사회에서 발언시 비활동 회원국으로 소개됨

자료: 미국 제안서(JOB/GC/148; JOB/CTG/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둘째, 미국은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해 역통보를 제출
할 것이 장려된다.549) 셋째, 미국은 모든 무역정책검토(TPR: Trade Policy
Review)에서 해당 회원국의 WTO 협정 통보의무 준수 여부에 관해 구체적이
고 표준화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550)

나. 미국의 개정제안서(JOB/GC/148/Rev.1)
미국은 2017년 10월 30일자 제안서에 포함되었던 각료선언문 초안을 일부
수정하여 일반이사회 결정 초안551)으로 2018년 3월 12일자 개정제안서에 포
함시켰다. 동 일반이사회 결정 초안은 2017년 11월 10일 개최된 상품무역이
사회에서 접수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조치 신설, 역통보 장
려, 통보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검토를 무역정책검토에 포함시키는 안은 개정
제안서에도 유지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미국의 개정제안서에서는 기존 미국 제안서의 행정
조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유일한 변화는 ‘의무불이행(delinquent)’ 회

549) Ibid., para. 4.
550) Ibid., para. 3.
551)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
Revision, JOB/GC/148/Rev.1, JOB/CTG/10/Rev.1, 12 March 2018,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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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이라는 표현을 ‘해당(that)’ 회원국으로 변경한 것이다.552) 둘째, 역통보
와 관련해서도 기존 미국 제안서에서 ‘의무불이행’ 회원국을 대신한다는 표현
대신 미국의 개정제안서는 ‘다른(another)’ 회원국을 대신하여 역통보를 제출
하는 것이 장려된다고 규정하였다.553) 셋째, 무역정책검토에 통보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검토를 포함시키자는 안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기존 미국 제안서
에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2019년부터 시작한다고 수정
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554) 넷째, 통보의무 및 절차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Notification Obligations and Procedures)이 회원국들의
WTO 통보이행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신설되었다.555) 다섯
째, 통보의무 및 절차에 관한 작업반 등 적절한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
관이 회원국의 WTO 통보의무 준수여부에 관해 매년 평가·보고하고, 통보의
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적절한 경우 통보의무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신설되었다.556) 여섯째, 일반
이사회는 작업반으로 하여금 사무국과 함께 통보에 관한 기술협력 핸드북557)
의 갱신을 위해 협력하고 결과물을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558)

다. 5개 회원국 제안서(JOB/GC/204)
2018년 11월 1일에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일본, 미국(이하 ‘5
552)
553)
554)
555)
556)
557)

Ibid., para. 10.
Ibid., para. 7.
Ibid., para. 6.
Ibid., para. 3.
Ibid., para. 2.
WTO, Technical Cooperation Handbook on Notification Requirements, WT/TC/NOTIF/INF/3, 15
October 1996.
558)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
Revision, JOB/GC/148/Rev.1, JOB/CTG/10/Rev.1, 12 March 2018,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par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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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원국’)은 투명성 개선 및 통보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동 개정제안서에도 일반이사회 결정 초안559)이 포함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미
국의 개정제안서의 내용과 유사하고 부분적인 수정만이 이루어졌다. 행정조치
도입, 역통보 장려,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하자는 안은
5개 회원국 제안서에도 큰 틀에서 유지되었으며, 기술지원과 미통보에 관한 정
보제출 등 2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첫째, 5개 회원국 제안서는 기존 미국의 개정제안서와 비교할 때 행정조치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표 4-8]에서처럼 문서제공 중단, WTO 웹사이트 접속
차단, 통보 문제 관련 WTO 사무총장의 불이행국 접촉, 훈련 및 기술지원 거부
안이 삭제되고, 무역정책검토에서의 불이익 부여, WTO 예산 기여분 상향조
정, WTO 공식회의에서의 발언순서 후순위 지정이 신설되었다.560) 통보불이
행 2년차 시작일(통보마감일로부터 1년 이후)에 1단계 행정조치가 적용되기
시작하고, 통보불이행 3년차 시작일(통보마감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는 1단계
행정조치에서 더하여 2단계 행정조치가 통보불이행국에 적용된다.561)

559)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Costa
Rica,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B/GC/204, JOB/CTG/14, 1 November
2018,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560) Ibid., para. 12.
561) Ibid., para.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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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미국 개정제안서와 5개 회원국 제안서의 행정조치 내용
미국의 제안서

5개 회원국 제안서

(JOB/GC/148; JOB/CTG/10)

통보
마감일로부터
1년

행정조치 없음

(JOB/GC/204)

통보
마감일로부터
1년

행정조치 없음

(ⅰ) 통보불이행국 대표단 구성원은
WTO 기관 의장으로 임명 금지

(ⅰ) 통보불이행국 대표단 구성원은
WTO 기관 의장으로 임명 금지

(ⅱ) 통보불이행국 정부 및 해당국
의 제네바 대표부에 문서 제공
중단

(ⅱ)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통보불
이행국이 제기한 질의에는 답
변할 필요가 없음

(ⅲ) 통보불이행국의 WTO 웹사
(ⅲ) 통보불이행국의 WTO 예산 기
1단계:
1단계:
이트 접속 차단
여분을 통상 기여분보다 5%p
통보 불이행
통보 불이행
상향조정
(ⅳ) 사무총장이 매년 통보불이행
2년차 시작일
2년차 시작일
국의 장관 또는 그 외 적절한
~
~
직급의 관료를 접촉하여 통보
3년차 미만
3년차 미만
문제를 강조
(ⅴ) 사무국이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불이행국의 통보 상황을
매년 보고

(ⅳ) 사무국이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불이행국의 통보 상황을
매년 보고

(ⅵ) 통보불이행국은 일반이사회 회
의에서 특별보고 대상이 됨

(ⅴ) 통보불이행국은 일반이사회 회
의에서 특별보고 대상이 됨

(ⅰ) 비활동 회원국으로 지정

(ⅰ) 비활동 회원국으로 지정

(ⅱ) 비활동 회원국은 (WTO 협정
(ⅱ) 비활동 회원국의 대표단 구성
2단계:
2단계:
제14조 제2항 의무 이행에 필
원은 WTO 공식회의에서 회원
통보 불이행
통보 불이행
요한 경우 외에는) 훈련 및 기
국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
3년차 시작일
3년차 시작일
술지원에 대한 접근이 거부됨
권을 부여받음
~
~
4년차 미만 (ⅲ) 일반이사회에서 비활동 회원국 4년차 미만 (ⅲ) 일반이사회에서 비활동 회원국
이 발언하는 경우, 비활동 회원
이 발언하는 경우, 비활동 회원
국으로 소개됨
국으로 소개됨
자료: 미국 제안서와 5개 회원국 제안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변경된 내용에 밑줄.

둘째, 역통보와 관련하여 기존 미국의 개정제안서는 다른 WTO 회원국이
‘대신하여(on behalf of)’ 언제든지 통보하는 것이 장려된다고 규정하였던 반면,
5개 회원국 제안서에는 ‘대신하여’ 부분이 삭제되었다.562) 역통보가 다른 회원
국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될 경우, 보조금 공여국에 의한 통보의
562) Ibid., par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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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5개 회원국 제안서도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검
토가 포함될 것을 규정한다.563) 해당 내용은 미국의 개정제안서와 문언이 완전
히 일치한다. 넷째, 통보의무 및 절차에 관한 작업반이 WTO 통보이행 개선방
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존 미국 개정제안서 내용에 더하여, 동 작업반이
WTO 사무국 중앙통보등록처(CRN: Central Registry of Notifications),
그리고 통보 이행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훈련 및 기술협
력처(ITTC: WTO Institute for Training and Technical Cooperation)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564) 다섯째, 개발도상회원국은 통보의무 이행
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원 및 능력배양을 위해 WTO의 무역 관련 기술지원
또는 특정 통보에 대한 지원을 WTO 사무국에 요청할 것이 장려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무국은 가장 적절하고 이용가능한 조력에 관해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565) 여섯째,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통보에 관한 정보 및 완전한 통보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에 관한 정보를 매년 관련 위원회 및 작업반에 제출할 것이 장려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566)

라. 6개 회원국 제안서(JOB/GC/204/Add.1)
2018년 11월 7일에 대만이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하면서 기존 5개 회원국 제
안서(JOB/GC/204)에 대한 공동발의국이 총 6개 회원국이 되었다. 동 제안서
에서는 대만의 공동발의 참여 사실만 기재되었고, 일반이사회 결정 초안은 첨
부되지 않았다.567)
563)
564)
565)
566)
567)

Ibid., para. 6.
Ibid., para. 3.
Ibid., para. 9.
Ibid., para. 10.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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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7개 회원국 제안서(JOB/GC/204/Add.2)
2018년 11월 27일에 호주가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하면서 기존 5개 회원국
제안서(JOB/GC/204)에 대한 공동발의국이 총 7개 회원국이 되었다. 동 제안
서에서는 캐나다의 공동발의 참여 사실만 기재되었고, 일반이사회 결정 초안은
첨부되지 않았다.568)

바. 9개 회원국 제안서(JOB/GC/204/Rev.1)
2019년 3월 29일에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하면서 기존
5개 회원국 제안서(JOB/GC/204)에 대한 공동발의국이 총 9개 회원국이 되었
다.569) 행정조치나 역통보 장려 등 주요 내용은 큰 틀에서 유지되었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앞서 6개 회원국 제안서와 7개 회원국 제안서는 공동발의국
수가 변경되었을 뿐 수정된 일반이사회 결정 초안이 첨부되지는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9개 회원국 제안서를 기존 5개 회원국 제안서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첫째,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9개 회원국 제안서에는 1단계 행정조치 중
WTO 예산 기여분 상향조정에 관련해서 추가 징수된 회원국 기여분을 통보의
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기존
제안서들에서의 ‘비활동 회원국’ 대신 ‘통보 지연 회원국(a Member with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Costa
Rica,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Addendum, JOB/GC/204/Add.1,
JOB/CTG/14/Add.1, 8 November 2018, p. 1.
568)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Costa
Rica, the European Union, Japan,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and the United States – Addendum, JOB/GC/204/Add.2, JOB/CTG/14/Add.2, 4
December 2018, p. 1.
569)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Australia,
Canada, Costa Rica, the European Union, Japan, New Zeal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and the United States – Revision, JOB/GC/204/Rev.1,
JOB/CTG/14/Rev.1, 1 April 2019,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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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delay)’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또한 5개 회원국 제안서는 행
정조치의 적용기간을 (ⅰ) 통보불이행 2년차 시작일로부터 3년차 시작 이전,
(ⅱ) 통보불이행 3년차 시작일로부터 4년차 이전으로 분류하였던 반면, 9개 회
원국 제안서는 (ⅰ) 통보불이행 2년차 시작일로부터 3년차 시작 이전까지의 통
보불이행, (ⅱ) 통보불이행 3년차 시작일부터의 통보불이행으로 분류하였다. 5
개 회원국 제안서는 통보마감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이후에도 회원국의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행정조치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불분명했으나,
9개 회원국 제안서는 2단계 행정조치의 개시일만을 규정하고 마감일은 달리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통보불이행이 계속되는 한 기존의 1단계 및 2단계 행정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570)
둘째, 역통보 장려에 관해서는 문구상의 변화가 있을 뿐 내용은 5개 회원국
제안서와 동일하다.571) 셋째, 무역정책검토에 통보이행 여부에 관한 검토가 포
함된다는 내용도 유지되었다. 다만 5개 회원국 제안서는 동 제안서 제1항에 명
시된 WTO 협정에 따른 통보의무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9개 회원국 제안서는
WTO 협정에 따른 통보의무뿐 아니라 동 제안서 1항에 명시된 WTO 양해
(Understandings)에 따른 통보의무도 무역정책검토의 대상이 될 것을 규정하
였다.572)

570) Ibid., para. 11.
571) Ibid., para. 5.
572) Ibid., pa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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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5개 회원국 제안서와 9개 회원국 제안서의 행정조치 내용
9개 회원국 제안서

5개 회원국 제안서

(JOB/GC/204/Rev.1,
JOB/CTG/14/Rev.1)

(JOB/GC/204)

통보
마감일로부터
1년

1단계:
통보 불이행
2년차 시작일
~
3년차 미만

행정조치 없음

통보
마감일로부터
1년

행정조치 없음

(ⅰ) 통보불이행국 대표단 구성원은
WTO 기관 의장으로 임명 금
지

(ⅰ) 통보불이행국 대표단 구성원은
WTO 기관 의장으로 임명 금
지

(ⅱ)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통보불
이행국이 제기한 질의에는 답
변할 필요가 없음

(ⅱ)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통보불
이행국이 제기한 질의에는 답
변할 필요가 없음

(ⅲ) 통보불이행국의 WTO 예산 기여
분을 통상 기여분보다 5%p 상
향조정

1단계:
통보 불이행
2년차 시작일
~
3년차 미만

(ⅲ) 통보불이행국의 WTO 예산 기
여분을 통상 기여분보다 5%p
상향조정. 해당 예산은 회원국
의 통보의무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WTO 훈련 및 기술협력
처(ITTC)를 통한 기술지원 등)
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ⅳ) 사무국이 상품무역이사회에 통
보불이행국의 통보 상황을 매
년 보고

(ⅳ) 사무국이 상품무역이사회에 통
보불이행국의 통보 상황을 대
해 매년 보고

(ⅴ) 통보불이행국은 일반이사회 회
의에서 특별보고의 대상이 됨

(ⅴ) 통보불이행국은 일반이사회 회
의에서 특별보고의 대상이 됨

(ⅰ) 비활동 회원국으로 지정

(ⅰ) 통보 지연 회원국으로 지정

(ⅱ) 비활동 회원국의 대표단 구성
(ⅱ) 비활동 회원국의 대표단 구성
2단계:
2단계:
원은 WTO 공식회의에서 회
원은 WTO 공식회의에서 회
통보 불이행
통보 불이행
원국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발
원국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발
3년차 시작일
3년차 시작일
언권을 부여받음
언권을 부여받음
~
~
4년차 미만 (ⅲ) 일반이사회에서 비활동 회원국 (마감일 삭제) (ⅲ) 일반이사회에서 통보 지연 회
이 발언하는 경우, 비활동 회원
원국이 발언하는 경우, 통보
국으로 소개됨
지연 회원국으로 소개됨
자료: 5개 회원국 제안서와 9개 회원국 제안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변경된 내용에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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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9개 회원국 개정제안서(JOB/GC/204/Rev.2)
아르헨티나·호주·캐나다·코스타리카·유럽연합·일본·뉴질랜드·대만·미국
(이하 ‘9개 회원국’)은 2019년 6월 27일자 개정제안서를 통해 일반이사회 결
정 초안573)을 제안하였다.
첫째, 행정조치에 관해 9개 회원국 개정제안서는 새로운 행정조치 유형을 추
가 또는 삭제하지 않고 기제안되었던 행정조치 중 일부를 다른 단계로 이동시
켰다. [표 4-10]에서처럼, 기존 9개 회원국 제안서에서 1단계에 속했던 5가지
유형의 조치 중 3가지 유형이 개정제안서에서는 2단계로 이동하고, 2단계에
속했던 3가지 유형 모두가 1단계로 이동하였다.574) 1단계에는 주로 회의 의사
진행과 관련된 행정조치로 구성하고, 2단계에서 재정적 부담 또는 무역정책검토
회의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통보 불이행국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573)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Australia,
Canada, Costa Rica, the European Union, Japan, New Zeal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and the United States – Revision, JOB/GC/204/Rev.2,
JOB/CTG/14/Rev.2, 27 June 2019,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574) Ibid., paras.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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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9개 회원국 제안서와 9개 회원국 개정제안서의 행정조치 내용
9개 회원국 제안서
(JOB/GC/204/Rev.1,
JOB/CTG/14/Rev.1)
통보
마감일로부터
1년

1단계:
통보 불이행
2년차 시작일
~
3년차 미만

행정조치 없음

9개 회원국 개정제안서
(JOB/GC/204/Rev.2,
JOB/CTG/14/Rev.2)
통보
마감일로부터
1년

행정조치 없음

(ⅰ) 통보불이행국 대표단 구성원은
WTO 기관 의장으로 임명 금지

(ⅰ) 통보 지연 회원국으로 지정

(ⅱ)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통보불
이행국이 제기한 질의에는 답
변할 필요가 없음

(ⅱ) 비활동 회원국의 대표단 구성
원은 WTO 공식회의에서 회원
국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
권을 부여받음

(ⅲ) 통보불이행국의 WTO 예산 기
(ⅲ) 일반이사회에서 통보 지연 회
1단계:
여분을 통상 기여분보다 5%p
원국이 발언하는 경우, 통보 지
통보 불이행
상향조정. 해당 예산은 회원국
연 회원국으로 소개됨
2년차 시작일
의 통보의무 이행을 위한 기술
~
지원(WTO 훈련 및 기술협력
3년차 미만
처(ITTC)를 통한 기술지원 등)
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ⅳ) 사무국이 상품무역이사회에 통
보불이행국의 통보 상황을 매
년 보고

(ⅳ) 사무국이 상품무역이사회에 통
보불이행국의 통보 상황을 매년
보고

(ⅴ) 통보불이행국은 일반이사회 회
의에서 특별보고의 대상이 됨

(ⅴ) 통보불이행국 대표단 구성원은
WTO 기관 의장으로 임명 금지

(ⅰ) 통보 지연 회원국으로 지정

(ⅰ) 통보불이행국은 일반이사회 회
의에서 특별보고의 대상이 됨

(ⅱ) 비활동 회원국의 대표단 구성
(ⅱ)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통보불
원은 WTO 공식회의에서 회원
이행국이 제기한 질의에는 답
2단계:
국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
2단계:
변할 필요가 없음
통보 불이행
통보 불이행
권을 부여받음
3년차 시작일
3년차 시작일
(ⅲ) 일반이사회에서 통보 지연 회
(ⅲ) 통보불이행국의 WTO 예산 기
~
~
원국이 발언하는 경우, 통보 지
여분을 통상 기여분보다 [5]%p
(마감일 삭제)
(마감일 삭제)
상향조정. 해당 예산은 회원국
연 회원국으로 소개됨
의 통보의무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WTO 훈련 및 기술협력
처(ITTC)를 통한 기술지원 등)
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자료: 9개 회원국 제안서와 9개 회원국 개정제안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이동된
내용에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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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역통보 장려 규정이 삭제되었다. 바로 이전의 9개 회원국 제안서에는
언제라도 다른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관한 역통보를 하도록 장려하기
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575) 9개 회원국 개정제안서에서는
역통보에 관한 내용 전체가 삭제되었다. 개정제안서에 삭제이유가 달리 기재되
어 있지는 않다. 셋째, 무역정책검토에서 회원국의 통보이행 여부에 관한 검토
를 수행하자는 내용은 문구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576)

4. 평가
가. 행정조치
행정조치가 보조금 통보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조치의 단계별 조치들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가장 최근의 9개 회원국 개정제안서(2019. 6. 27)에 반
영되어 있는 행정조치의 내용도 그동안 다양한 조치 유형이 추가·삭제되어온
것이다. 그만큼 국가들 사이에 행정조치에 관해 다양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9개 공동발의국 이외의 회원국들과 협상하는 과
정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조치가 WTO 협정에 성공적으
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징벌적 또는 준징벌적 성격의 부정적 유인보다는 역량

575)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Australia,
Canada, Costa Rica, the European Union, Japan, New Zeal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and the United States – Revision, JOB/GC/204/Rev.1,
JOB/CTG/14/Rev.1, 1 April 2019, para. 5.
576)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Australia,
Canada, Costa Rica, the European Union, Japan, New Zeal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and the United States – Revision, JOB/GC/204/Rev.2,
JOB/CTG/14/Rev.2, 27 June 2019,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pa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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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기술지원과 같은 긍정적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행
정조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조치의 법적 성격, 적용시기,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역통보 장려
보조금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역통보를 활성화하자는 안은 미국의 최초
단독제안서(2017. 10. 30)에서부터 포함되어 있었다. 세 번째 제안서인 5대국
제안서(2018. 11. 1)에서 다른 회원국을 ‘대신해서’ 통보한다는 문언에서 ‘대
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 외에는 이후에도 대체로 원안이 유지되어 왔으나,
9개 회원국 개정제안서(2019. 6. 27)에서는 역통보 장려에 관한 내용 전체가
삭제되었다. 협상과정에서 특정 개정요소가 개정안에 삽입·삭제를 반복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577) 앞으로도 역통보 장려 규정이 이후의 제안서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다. 무역정책검토에 통보이행 여부 검토 포함
무역정책검토에 통보이행 여부에 관한 검토를 포함시키는 안은 미국의
2017년 10월 30일 최초 단독제안서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9개 회원국 개정제안
577) 일례로 SPS협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특별협의(ad hoc consultation) 신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도
의 강제성 여부를 두고 회원국들의 입장이 갈렸던 적이 있다. WTO 사무국이 작성한 2009년 9월 7일의 제
안서(G/SPS/W/243)와 제1차 개정제안서(G/SPS/W/243/Rev.1)에서는 동 절차를 자발적인 절차로 규정하
고 있었던 반면, 이후 2010년 5월 20일 제2차 개정제안서(G/SPS/W/243/Rev.2)에서는 브라질의 입장을
반영하여 첫 번째 특별협의의 참여까지를 강제적 절차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3차 개정제안서(G/SPS/
W/243/Rev.3)에서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엘살바도르, 일본, 멕시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특별협의가 자발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제안서가 다시 수정되었다. 이후의 제안서(G/SPS/W/243/Rev.4;
G/SPS/W/259; G/SPS/W/259/Rev.1; G/SPS/W/259/Rev.2; G/SPS/W/259/Rev.3; G/SPS/W/259/
Rev.4; G/SPS/W/259/Rev.5; G/SPS/W/259/Rev.6; G/SPS/W/259/Rev.7)에서도 특별협의절차는 자
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문언이 유지되었다. 그 결과 2014년 9월 5일 최종 발효된 SPS위원
회 결정(G/SPS/61)에서도 특별협의절차를 자발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재형, 이천기(2015), pp.
33~3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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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이르기까지 문언상 큰 변경 없이 “모든 무역정책검토는 회원국의 통보의무
이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검토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일관
되게 포함되어왔다.578) 위 규정이 의도하는 바는 현행 무역정책검토제도로부터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현행 규정은 “[무역정책
검토]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다자간무역협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복수국간무
역협정의 규정에 따른 통보사항과 가능한 한 최대한(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조정되어야 한다”579)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위 개정안대로라면
회원국이 제출하는 무역정책검토 보고서에 WTO 협정에 따른 통보 이행현황
에 관한 내용이 좀 더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현 9개 회원국을 넘
어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주된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78) 무역정책검토에서 검토되는 통보대상이 미국의 최초 단독제안서 이래로 “제1항에 열거된 WTO 협정에 따른
통보의무”에서, 9개 회원국 공동제안서부터는 “제1항에 열거된 WTO 협정 및 양해에 따른 통보의무”로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이 유일한 변동사항이다.
579) WTO 설립협정 부속서 3(무역정책검토제도), Section D(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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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본 연구는 중국의 국영기업,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즉 ‘유해보조
금’,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오늘날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는 데 현행 WTO 협정
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미국·유럽연합·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WTO 개
혁 논의를 중심으로 향후 개정방향을 전망하고 WTO 보조금 규범의 기능을 복
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안의 구
체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어떠한 배경과 필요성에서 이러한 개정 논의가 시
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전 세계 국영기업 현황 일반과 함께,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중국
경제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고, 국영기업에 대한 과도
한 지원 및 공급과잉이 야기한 무역왜곡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
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중 상계관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GATT 제17조와
WTO 보조금협정에서 국영기업의 활동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고, 그 한계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CPTPP와 USMCA에서 국영기
업에 대한, 그리고 국영기업에 의한 보조금 공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의 시사점을 검토해보았다. 제3장
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통한 간접보조금 현황과 철강·알루미늄 부문에서의
공급과잉 문제를 살펴보고, 공급과잉을 야기하는 산업보조금 즉 ‘유해보조금’
을 WTO 협정 내에서 규제하기 위해 현재 미국·유럽연합·일본을 중심으로 어
떠한 논의가 진행 중인지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WTO 보조금협정에 따
른 통보의무 이행률 현황을 살펴보았다. 투명성 강화 및 통보의무 이행률 제고
를 위해 회원국들이 발의하고 있는 개정안들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96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1. 향후 전망
가. 미국의 단독적인 대중국 압박
미국은 중국의 국영기업·산업보조금 문제를 WTO 보조금협정 개혁 논의 및
향후 미-중 2단계 무역협상을 통해 다자·양자 차원에서 투 트랙(two-track)으
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국영기업·산업보조금은 WTO 개혁 논의뿐 아니라
미-중 무역갈등에서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국영기
업·산업보조금·통보에 관한 본 연구에서의 규범적 분석내용은 WTO 개혁 차
원에서뿐 아니라 향후 미-중 2단계 무역협상에도 적지 않은 관련성을 가질 것
으로 기대된다.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미-중 협상 진전상황을 정리해보자
면,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12월 13일 발표되어 미국이 중국상품에 추가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하고 기부과된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
로 한 상태다. 1단계 무역합의에는 미국산 상품(농산물 포함) 구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술 강제이전 금지,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이 포함되었으나, 중국
의 국영기업 및 산업보조금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영기업
및 산업보조금 정책은 중국의 경제구조 및 제도에 직결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국영기업 및 산업보조금에 관한 다자·양자적 규범 협상에는
참여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이 문제가 근시일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며, 추가관세를 통한 미
국 단독의 대중국 압박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최근 일부 무역협정에 비시장경제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과 교역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을 대중국 압박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580) 일례로 미국·
캐나다·멕시코가 체결한 USMCA에는 동 협정의 당사국이 비시장경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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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을 개시할 경우, 다른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고 관련 정
보를 제공하여581) 협상문안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었다.582) 한 당사국이 비시장경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다른 두 당사국은
USMCA를 종료시키거나 해당 다른 두 당사국 사이에서 USMCA를 대체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583) 한편 비시장경제국이라 함은 (ⅰ) USMCA 당사국
중 한 당사국이라도 자국 무역구제법에 따라 비시장경제로 지정하였으며, (ⅱ)
USMCA 당사국들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한다.584) 국영기업·산
업보조금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향후 미국이 체결
하는 무역협정에는 위와 유사한 비시장경제국 규정이 지속적으로 포함될 가능
성이 높다.585)

나.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
현행 WTO 협정은 중국의 특수한 경제구조를 염두에 두고 형성된 통상규범
이 아니다. 그간은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례를 통해 비시장경제 및 비시장지
향적 국가관행에 적용되는 법리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국영기업·산업보조금 등
중국의 무역관행에 관련된 문제를 개별 건마다 해결해왔다. 일각에서는 현행
WTO 협정을 개정하는 대신 기존의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의 국영기업·
산업보조금·통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어 현행 WTO 보조
금협정상 금지보조금에 적용되고 있는 신속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580) 기술적으로는 USMCA 제32.10조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에 적용되나,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던 캐나다를 사실상 의식한 조항이라는 평가가 있다. Lester, Manak, and Zhu(2019),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19. 12. 26).
581) USMCA 제32.10조 제2항.
582) USMCA 제32.10조 제4항.
583) USMCA 제32.10조 제5항 및 제6항.
584) USMCA 제32.10조 제1항. 즉 USMCA가 ‘비시장경제’에 대해 공식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585)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USMCA의 비시장경제국 조항을 향후 미국이 체결할 무역협정을 위한 선례로 삼겠
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보여왔다. “U.S. Commerce's Ross eyes anti-China ‘poison pill’ for new
trade deals”(2018.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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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안586) 등이 논의된다.
그러나 상소기구의 해석을 통해 WTO 보조금협정의 허점을 극복하는 데에
는 분명 한계가 있다. 상소기구의 기능은 특정 사건에서 WTO 협정을 해석하
고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또한 중국의 국영기업·산업보조금 관련 정책이 WTO 협정에 불합치하
는 것으로 WTO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최종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DSU는
소급적 구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승소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이다. 중국이 산업보조
금 정책을 위해 DSU의 이러한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지적587)이 있
다. 또한 WTO 분쟁해결절차의 패널심과 상소심을 모두 거치는 경우 최종판정
까지 최소 대략 3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 2019년 12월 11일부로 상소기구
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인 점588)도 한계로 지적된다.

다. WTO 보조금협정 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공동개정안은 중국의 국가주도 경
제정책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
이며, 공동성명 발표내용 중 일부가 이후 단계적으로 WTO 개혁 맥락에서 다
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개정안 발표 이후 3개 회원국은 지속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공동개정안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
다수 회원국들에 의한 공동발의가 가능하도록 개정 논의를 심화시켜나갈 것으
로 보인다.
핵심은 산업보조금 논의에 중국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에 있다. 현재로
586) Horlick and Clarke(2016), p. 7.
587) Yingying Wu(2019), p. 12(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26). 본 연구의 제3장 제3절에서 살펴보
았듯이, 유해보조금에 대한 ‘선별적 구제(targeted remedy)’로서 소급적 구제를 신설하자는 안도 이러한 배
경에서 논의되고 있다.
588)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 이천기, 서진교, 김지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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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들 3개 회원국 중심의 국영기업·산업보조금 개혁 논의에 중국을 참여
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2월 11일에 장샹천(Zhang Xiangchen)
WTO 대사는 중국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정의를 변경하는 국영기
업 조항을 중국은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589) 또한 중국은
자국이 이미 경쟁중립성590)을 갖추고 있으며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에 공
평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591) 또한 중국 외에도, 이 문제에 관해
WTO 내에 상당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다른 회원국들의 지
지를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WTO의 의사결정방식이 원칙적으로
총의제(컨센서스)임을 감안한다면, 중국이 강력히 반대할 경우 위 개정안이
WTO에서 다자적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일정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 복수국간협정 또는 연합·국가그룹의 형성 가능성
앞서 설명하였듯 WTO의 의사결정방식은 원칙적으로 컨센서스(총의) 방식
이다. 따라서 WTO 체제에서 중국의 국영기업,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
금, 통보 문제를 WTO 협정 개정을 통해 실효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회원국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반대
입장을 표하는 회원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규범이 채택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
능해진다.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개정안에 대해서도 최종 공개 시 약 20~30
개 WTO 회원국만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는 전망592)이 있다. 특정 개혁안에
164개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복수국간협정(PTAs: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유럽연합·일
589) “China, others link SOE, industrial reform priorities to WTO ag talks”(2018. 12. 14).
590)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이란 기업의 소유구조 때문에 어떠한 기업도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봐서
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Capobianco and christiansen(2011), p. 3.
591) Anuar(2018), p. 3.
592) “China, others link SOE, industrial reform priorities to WTO ag talks”(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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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장에서는, WTO 내에서 다자적으로 적용되는 개정을 처음부터 추구할 것
이 아니라 우선 복수의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국가들 간에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단계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로, 제2차 공동성명과 제5차 공동성명에서 미
국·유럽연합·일본은 산업보조금 규칙을 강화할 필요성을 두고 다른 주요 회원
국들에게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우선 복수국간협정을 통해 국영기업과 산업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CPTPP
제17장 국영기업 챕터나 USMCA 제22장 국영기업 챕터 수준으로 높여놓고
다수 회원국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한 다음, 중국을 해당 체제 내로 점진적으
로 끌어들이는 접근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CPTPP와 USMCA의 당사국
들은 해당 협정 발효 시 이미 높은 수준의 국영기업 규범을 적용받을 예정이므
로 WTO 체제 내에서 동일 내지 유사 수준의 의무를 적용받는 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것이다. 복수국간 협상의 경우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대신 ‘Critical
mass’ 방식593)을 통해 새로운 규범이 양자적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문제 외에 미국·유럽연합·일본이 공동성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이전, 디지털 경제 등 무역현안을 두
고 동시적으로 여러 건의 무역협상이 WTO 내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여러 건의 복수국간무역협정 협상을 묶어 하나의 패키지
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한정된 산업부문별 또는 현
안별로 이루어지는 협상은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국영기업·산업보조금에 관한 복수국간협정에 궁극적으로 중국을 끌어들

593) 생각건대 국영기업·산업보조금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은 정보기술협정(ITA)이나 기본통신서비스·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제4의정서·제5의정서와 같이 ‘Critical mass’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반면 개
정 정부조달협정(GPA)이나 민간항공기협정(ATCA)와 같이 WTO 설립협정 부속서 4에 부속되는 형식의 복수
국간무역협정에는 해당 복수국간 협상 참여국들의 컨센서스가 요구된다. 즉 이 경우 “각료회의는 특정 무역협
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전적으로(exclusively) 컨센서스에 의해서만 동 협정을 부속서 4에 추
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WTO 설립협정 제10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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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패키지딜 접근법이 유효할 수 있다.594) 한 가지 가상례로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복수국간 합의에서 4차 산업에 관한 중국의 이해관계에 직결되
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생성해놓은 다음 디지털 경제 복수국간협정과 국영기
업·산업보조금 복수국간협정을 패키지딜로 묶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이 2019년 5월 13일 제출한 WTO 개혁 제안서595)(표 3-1, 부록 1 참
조)에서 중국이 요구한 사항들을 국영기업·산업보조금에 관한 복수국간협정에
일정 부분 반영해주는 것도 중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제안서에
서 중국은 (ⅰ) 허용보조금 규정의 재도입, (ⅱ) 보조금의 정의, 혜택의 산정, 이
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규정의 명확화 및 개선을 통한 상계관세의 남
용 방지, (ⅲ) 상계관세 조사의 투명성 및 적법절차 개선 및 상계조치의 실효성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596)

2.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미국·유럽연합·일본의 공동성명과 공동작업제안서,
제4장에서 살펴본 통보에 관한 WTO 개정제안서로부터 유추해본 3개 회원국
WTO 보조금협정 공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 5-1]로 요약된다.

594) 즉 복수국간무역협정을 패키지딜화 하여 중국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및 금
융서비스에 관한 GATS 제4의정서·제5의정서, 정보기술협정(ITA), 환경상품협정(EGA)과 같이 최혜국대우를
근거로 모든 WTO 회원국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협정 체결방식이 아니라 정부조달협정(GPA)과 같이 복수국
간협정의 당사국들 사이에서만 일정 권리·의무가 적용되는, 이른바 ‘배타적인(exclusive)’ 복수국간협정 체결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보도자료(2015. 2. 12), p. 5 참고; Adlung and Mamdouh(2017), pp.
2, 7; Helble and Wignaraja, ICTSD Opinion(2015. 2. 23),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19. 12. 27).
595) General Council, China’s Proposal on WTO Reform - Communication from China, WT/GC/W/773,
13 May 2019.
596) Ibid., para.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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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3개 회원국 공동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개정요소
주제

개정 제안(예측)
①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1

국영기업

②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
칙 마련(‘지시’ 또는 ‘위임’ 규정 관련)
③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
④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공급과잉을
2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유해보조금’)

⑤ 선별적 구제 특칙 신설
⑥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⑦ 심각한 손상 간주 또는 추정 규정의 신설
⑧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⑨ 특정 보조금 유형에 대한 특정성 간주 규정 신설
⑩ 유해보조금에 적용되는 별도 통보의무

3

통보

⑪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신설
⑫ 역통보 활성화
⑬ 무역정책검토 내 통보이행 여부 검토

4

비시장지향성 또는
NME 여부

⑭ WTO 보조금협정상 비시장지향성이나 비시장경제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신설

자료: 저자 작성. 보다 상세한 논의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의 [표 3-1] 및 [부록 1]을 참조.

이후 개정안이 공개되고 미국·유럽연합·일본이 예고하였던 것처럼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를 다른 WTO 회원국에게도 개방할 경우, 우리나라는 어
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WTO 다자 차
원 또는 복수국간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당 개정이 우리 국내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 개정 요소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
미국·유럽연합·일본의 개정안에는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공여, 산업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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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통보불이행, 그 외 비시장지향적 무역관행과 관련된 여러 통상현안에 관해
매우 광범한 범위의 종합적인 제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 3개 회원국이 마련해놓은 개정안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참가하기
이전에, 개정 요소들 중 어떠한 제안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락가능하고 어떠
한 제안이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
다.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는 사실상 모든 WTO 회원국의 산업정책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므로 미국·
유럽연합·일본이 복수국간 협상을 선택하더라도 개정안의 내용이 모두 받아들
여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점진적이
고 단계적인 개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 논의를 위해, 단기적으로 회원
국들의 의견합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원칙적인 요소들은 우선 뒤로 미루는 ‘조
기 수확(early harvests)’ 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유럽연합·일본 입장에서는 [표 5-1]에 예시된 개정요소 중 ①번, 즉 공
공기관의 판단기준으로 국영기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공동개정안의
일차적인 목표일 것으로 생각된다. 국영기업이 정부지원의 수혜자인 경우뿐 아
니라 제공자인 경우597)까지 포괄하는 충분히 구체적인 공공기관 판단기준이
신설될 수 있다면, ④~⑨번의 개정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WTO 개혁에 있어 상대적으로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적고 단기
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투명성 이슈도 우선적인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개정 논의에서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우
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①, ③, ④, ⑥, ⑦, ⑨,
⑩, ⑪, ⑭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597) 즉 한 국영기업이 다른 국영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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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
공기관을 [표 5-2]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동 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ⅰ) 공기업, (ⅱ) 준정부기관, (ⅲ)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598) 2019년 1
월 30일 기준으로 339개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다.599)

그림 5-1. 우리나라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기관으로서,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③ 정부가

④

⑤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⑥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자료: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우선 미국·유럽연합·일본이 CPTPP 수준의 국영기업 정의를 WTO 보조금
협정 개정에 제안할 경우를 가정해보고자 한다. 상품 및 서비스무역에 종사하
는 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을 규율하는 CPTPP에 반해, WTO 보조금협정
은 ‘상품’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공여에만 적용된다. CPTPP상의

598)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1항.
599) 한편 ｢공공기관운영법｣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경우 2019년 1월 31일을 기준으
로 404개가 있다. 다만, 상하수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공
기업 설립현황(2019. 1. 31)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19. 12.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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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 분류
구분

내용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600)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601)

공기업

시장형(16개)
준시장형(20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60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603)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604)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605)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60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위탁집행형
(79개)

기타 공공기관
(210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60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608)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609)

주: ( )안은 2019년 1월 기준 각 공공기관 유형의 개수를 의미.
자료: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시스템(www.alio.go.kr)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국회예산정책처(2019), pp. 141~144.

국영기업 정의를 WTO 보조금협정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과 종합해본다면,
(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2019년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339
개의 공사, 공단, 기금, 국책은행, 재단, 진흥원 중에서, (ⅱ) ‘상업적 활동에 주
로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ⅲ)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우리 기업에 특정적인
보조금을 공여하는 공공기관만이 실질적으로 WTO 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수는 한정적이다. 또한 이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가 분쟁당사자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7조.
제5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2호
제5조 제3항 제2호
제5조 제4항.

가목.
나목.

가목.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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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한 복수 건의 WTO 보조금 분쟁에서 이미 공공기관성이 긍정되었던 적
이 있다. 따라서 CPTPP 수준의 국영기업 정의가 들어오더라도, WTO 보조금
협정을 적용받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기준이 CPTPP의 국영기업 기
준보다 포괄적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확인하였듯 CPTPP는
상업적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정부가 (ⅰ) 자본의 50% 이상을 직
접 소유하거나, (ⅱ) 소유지분을 통해 50% 이상의 의결권 행사를 통제하거나,
또는 (ⅲ) 이사회 위원 또는 그 밖의 상응하는 경영진의 다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국영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610) CPTPP가 규정한 (ⅰ)번
소유 지분 기준은 우리 공공기관운영법과 동일한 것이나, (ⅱ)번 의결권 기준에
있어 ｢공공기관운영법｣은 30%를 규정함으로써 50%를 규정한 CPTPP의 국영
기업 범위보다 공공기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개정이 가시
화되더라도 우리 국내 법제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정의에 큰 수정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USMCA의 경우 간접소유 지분, 소수지분 등을 통해 정부가 기업
을 통제하는 경우까지 국영기업으로 보고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611) 이미 우
리 법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간접소유 지분을 통한 지배력 확보의 경우까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USMCA 수준의 공공기관 또는 국영기업 정의
가 WTO 보조금협정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범위가 급격히 확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견 보인다. 다만 USMCA의 경우 당사국이 기업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지분율)을 두고 있지 못하므
로612) USMCA 발효 이후 동 협정의 자유무역위원회613)에서 이 문제에 관해
610) CPTPP 제17.1조.
611) USMCA 제22.1조.
612) USMCA 제22.1조 각주7에서 “당사국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가기업을 통해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각 소유사슬 단계에서, 국가기업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기업과 결합하여, 소유지분을 통
해 다른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간략히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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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불확실성이 우려되며, USMCA 수
준의 국영기업 정의가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제안될 경우 간접소유 지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CPTPP나 USMCA 국영기업 챕터에 규정된 의무 중 일부가 WTO 보조금협
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위 공공기관 판단기준 개정과 맞물
려 ‘사실상’ CPTPP나 USMCA 수준의 의무를 WTO 보조금협정하에서 부담
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다만 예상컨대 현재로서는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고 있는 ‘WTO-plus’ 의
무수준을 미국·유럽연합·일본이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포괄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첫째, WTO 협정의 공식 개정에는 모든 회원국의 컨센
서스가 실무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614) 둘째, CPTPP 국영기업 챕터
에는 다양한 적용배제 사유(표 2-14 참고), 상업적 고려와 비차별대우의무에
대한 유보 및 면제, 국가별 예외사유 및 과도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현행
WTO 보조금협정의 경우 그러한 유보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615) CPTPP 국
영기업 챕터상의 의무를 그러한 유보, 면제, 예외사유 없이 전적으로 WTO 보
조금협정에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셋째,
WTO 보조금협정은 ‘상품’무역에 관여하는 기업(군) 또는 산업(군)에 대한 보
조금 공여를 주된 규율내용으로 하는 반면, CPTPP·USMCA 국영기업 챕터의

613) USMCA 제30.2조 제1항 제(a)호 및 제(b)호, 제2항 제(e)호 및 제(f)호 참고.
614) WTO 설립협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듯 원칙적으로는 WTO 협정의 개정에 표결(voting)이 이루어질 수 있으
나, 지금까지 표결로 WTO 협정의 개정이 결정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참고로 WTO 설립협정 제10조 제2
항은 개정에 만장일치가 필요한 경우(WTO 설립협정 제9조, GATT 제1조 및 제2조, GATS 제2조 제1항,
TRIPs협정 제4조), 동 조 제3항은 개정에 4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WTO 설립협정 제9조 제2항 및 3
항), 동 조 제4항은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WTO 설립협정 제10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12
조 제2항)를 명시하고 있다. VanGrasstek(2013), pp. 210-212.
615) WTO 설립협정 제16조 제5항에 따라, “[WTO]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서도 유보를 할 수 없다. 다자간무
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유보는 동 협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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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여하는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GATT 제17조, WTO 보조금협정, 경쟁법적 접근이 ‘혼합된(hybrid)’616)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양 규범에 내용상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므
로, 기술적 측면에서도 후자에 포함된 국영기업 관련 의무를 전자에 반영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3개 회원국이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서 CPTPP·USMCA 국영기
업 챕터상의 의무 전반을 대대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은 낮고, 우선 중국의 국영
기업·산업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요소를 단기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국영기업의 정의 규정, CPTPP·USMCA
에 반영된 높은 수준의 투명성 의무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
국유은행에 의한 특혜 대출·대출보증 등 비상업적 지원을 특히 문제 삼아왔다
는 점에서, USMCA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세 가지 유형의 비상업적 지
원617)을 WTO 보조금협정에서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할 개연성
이 있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된 이후에는 우리의 대외적 입장 정립
을 위해 협정문 정밀 검토와 함께 우리 산업 지원 정책 및 제도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라.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중국경제의 경우 중앙정부가 원자재와 전기를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한 국
영기업을 통해 하류 생산업체에 배분하는 등 특유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나 공식 지시 없이도, 비공식적인 기제를 통해 특정

616) Matsushita and Lim(2019), p. 2.
617) USMCA 제22.3조에 따라, (ⅰ) 당사국의 국가기업이나 국영기업이 동 당사국의 신용불능 국영기업에게 제공
된 대출 또는 대출보증, (ⅱ) 수혜자가 파산 상태이거나 파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국
가기업이나 국영기업이 동 당사국의 국영기업에게 제공된 비상업적 지원, (ⅲ) 당사국 또는 동 당사국의 국가
기업이나 국영기업에 의한, 동 당사국 국영기업의 미상환 채무의 출자전환 등 세 가지 유형의 비상업적 지원
이 USMCA상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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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하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공동개정
안에는 US – Softwood Lumber IV 사건 판정례에 착안하여, 중국 특유의 경
제구조에서와 같이 상·하류 생산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상류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이 하류 생산업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상계관세 조사당국이 달리 증명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WTO 보조금협정 내 명시하자는 제안이 포함될 가
능성이 있다. 상류보조금에 대한 조사당국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
의 규정이다.
한편 독립적 지위에 놓인 상·하류 생산업자가 시장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하
는 경우 혜택의 이전은 추정되지 않는다.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미국 국내 상계
관세규정에도 성문화되어 있으므로 WTO 개정안에서 ‘혜택의 이전 추정 불가
(no presumption of benefit pass-through)’ 법리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내
용이 제안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최종상품(예를 들어, 반도체)의 생산·수출
업체와 최종상품에 들어가는 소재·투입재의 생산업체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거나 특수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이상, 위 개정안이 해당 소재·투입재의 생
산 및 R&D에 대한 지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04년 5월 캐나다의 제1차 개정안618)과 2005년 11월 제2차 개정
안619)에서처럼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제(b)호에 혜택의 이전에 관해
각주를 추가하는 방식(표 3-4, 표 3-5 참고)이 제안될 경우 여기에는 전략적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2005년 11월 의견서620)에서 브라
질이 지적하였듯, 제1조 제1항 제(b)호는 상계조치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제5부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제2부(금지보조금)와 제3부(제소가능보조

618) Negotiating Group on Rules, BENEFIT PASS-THROUGH - Communication from Canada, TN/RL/GEN/7,
14 July 2004.
619) Negotiating Group on Rules, BENEFIT PASS-THROUGH - Paper from Canada, TN/RL/GEN/86,
17 November 2005.
620) Negotiating Group on Rules, BENEFIT PASS-THROUGH - Paper from Brazil, TN/RL/W/193, 16
Nov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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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따른 다자적 구제(WTO 제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
다. 현행 WTO 보조금협정하에서는 혜택의 이전 개념은 제5부(상계관세 부과)
에만 적용되며, WTO 제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나라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A국이 자국의 국내 조선업체(a)에게 직접 보조금을 공여하지는
않았으나 (a)기업의 국내 철강산업(상류산업)에 보조금을 공여하고 있다고 가
정한다. A국의 (a)기업으로부터 신조선을 구매하는 B국의 경우 이에 대해 큰
불만이 없을 것이다. 반면 (a)기업과 국제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C국의 조선
업체(c)의 경우, A국이 철강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a)기업이 혜택
을 보고 있다고 주장할 유인이 있다. 그러나 C국은 (a)기업으로부터 신조선을
구매·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 혜택의 이전을 주장하며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태다. 즉 현행 WTO 보조금협정하에서 C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WTO 제소다. 그렇다면 제소국 C국은 피소국 A국이
(a)기업에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하는 금지보조금을 공여하였다거나 또는 (a)기
업에 제소가능보조금을 공여하였고 그 결과 C국의 (c)기업이 A국, C국 또는 국
제시장에서 피해 또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을 증명해야 할 입증책임을 부담한
다. 그러나 A국이 (a)기업에게 직접 보조금을 공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철강은 산업 전반에 있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중간재에 해당하므로 C국이 A
국의 WTO 보조금협정 위반을 증명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WTO 제
소의 경우에도 혜택의 이전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C국은 A국이 철강산업에 공
여한 상류보조금의 혜택이 하류산업인 조선업체(a)에게 이전되어왔음을 증명
함으로써 WTO 보조금협정 위반 청구를 이전보다 손쉽게 인용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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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본 연구의 제3장 제3절에서 확인하였듯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즉
‘유해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할 것을 미국·유럽연합·일본이 제안할 가
능성이 있다. 이 경우 추가되는 금지보조금 유형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보조금의 신설·유지·사용이 금지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
으로 (ⅰ) 현행 WTO 보조금협정 제3조 제1항에 제(c)호를 신설하여, 수출보조
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에 관한 현행 제(a)호, 제(b)호와 마찬가지로 유해보조금
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을 기술하는 안, (ⅱ) 제3조 제1항에 각주를 추가하는 안,
(ⅲ) 부속서621)에 유해보조금의 예시목록을 추가하는 안, (ⅳ) 철강, 알루미늄
등 공급과잉이 문제되고 있는 산업부문을 특정해서 유해보조금 금지조항을 두
는 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철강, 조선, 반도체 산업 등 우리나라가 직접
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 위 (ⅳ)번 방식이 채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논의에 비추어볼 경우, WTO 보조금협정 제3조 제1항에 금지보조금
유형을 추가하는 안이 현재 가장 유력해보인다. 금지되는 유해보조금의 구체적
유형에는 제3차 공동성명622) 당시 미국·유럽연합·일본이 발표하였던 (ⅰ) 정
부의 암묵적인 대출보증을 이유로 하는, 기업의 신용수준에 맞지 않는 국유은
행 대출, (ⅱ) 비상업적 성격의 출자전환, (ⅲ) 이중가격 책정 등 생산요소 가격
특혜 제공, (ⅳ)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계획이 없는 상태로 부실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공, (ⅴ) 공급과잉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보조금 공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623) 이 중에는 우리 산업정책에 직간
621)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부속서 1(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을 개정하거나 또는 “Annex 1bis”를 신설하는 방법
이 있을 수 있다.
622)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September 25, 2018(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623) 유사 맥락에서, USMCA 제22.6조 제1항 제(a)호 내지 제(c)호에서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된 비상업적 지원 유
형 즉 (ⅰ) 당사국 국영기업 등이 신용불능 국영기업에게 제공된 대출 또는 대출보증, (ⅱ) 일정 경우, 파산
상태이거나 파산을 앞두고 있는 국영기업에 다른 국경기업이 제공한 비상업적 지원, (ⅲ) 일정 경우, 국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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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관련해서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우
리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조치가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에 놓여 있기도 하
다.624) 새로운 금지보조금 유형과 관련된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
리 국내산업 지원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미국·유럽연합·일본이 주
도하는 산업보조금 규칙 강화 논의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되, 논의 방향이 우
리 주력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규범형성 초기 단
계에서 선제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 심각한 손상 간주 또는 추정 규정의 신설
“가장 유해한(the most harmful)” 유형의 보조금만을 금지보조금으로 분
류하고, 그 외 유형의 유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은 법적으로 효력을 다한
WTO 보조금협정 제6조 제1항과 같은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제안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이 발생한다. 즉, 일정 유
형의 유해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을 증명할 일차적 입증책임을 WTO 제소국이 아니라 보조금 공여국이 부담하
게 된다.625) 또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신설에 회원국들의 합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정’ 규정이 제안될 가능성도 있다.
위 제안의 핵심은, 심각한 손상 간주 또는 추정 규정을 적용받는 보조금의 범
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에 있다. 과거 WTO 보조금협정 제6조 제1항

의 미상환 채무의 출자전환 제공이 WTO 보조금협정상 새로운 금지보조금 유형으로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
USMCA의 비상업적 지원 규정은 큰 틀에서 WTO 보조금협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기술적 측면에서 그러한
제안이 문제될 소지는 크게 없어 보인다.
624) 관련해서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최종 검색일: 2019. 12. 26).
625) 일반적인 경우, 보조금 공여국의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에게 심각한 손상 등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한 일차적 입증책임은 보조금 공여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려는 회원국(제소국) 내지는 보조금 조사대상
물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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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심각한 손상이 간주될 수 있는 일정 상황626)과 일정 보조금 유형627)을
혼재하여 규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3개 회원국 제안에서도 심각한 손상이
간주되거나 추정될 수 있는 일정 상황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일정 유해보조금
목록을 망라적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표 5-3.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에 따른 유해보조금과 USMCA상 금지보조금
제3차 공동성명에 따른 유해보조금 목록

USMCA에 따른 금지보조금 목록

(ⅰ) 정부의 암묵적인 대출보증을 이유로 하는, 기업
의 신용수준에 맞지 않는 국유은행 대출

(ⅰ) 당사국의 국가기업이나 국영기업이 동 당사국의
신용불능 국영기업에게 제공된 대출 또는 대출보
증628)

(ⅱ)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계획이 없는 상태로 부
실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공

(ⅱ) 수혜자가 파산 상태이거나 파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국가기업이나 국영
기업이 동 당사국의 국영기업에게 제공된 비상업
적 지원629)

(ⅲ) 비상업적 성격의 출자전환

(ⅲ) 당사국 또는 동 당사국의 국가기업이나 국영기업
에 의한, 동 당사국 국영기업의 미상환 채무의 출
자전환630)

(ⅳ) 이중가격 책정 등 생산요소 가격 특혜 제공

상응 규정 없음

(ⅴ) 공급과잉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보조금 공여

상응 규정 없음

자료: 표3-1과 USMCA 제2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한편 [표 5-3]에서와 같이, 제3차 공동성명 당시 유해보조금으로 분류된 다
섯 개 유형 중 특혜금융과 관련된 위 (ⅰ)~(ⅲ)번이 USMCA에서 금지보조금으
로 규정되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631) 이에 비추어 본다면, 미국·유럽연합·일

626) WTO 보조금협정 제6조 제1항 제(a)호(“상품에 대한 종가기준 총 보조금 지급이 5%를 초과하는 경우”).
627) WTO 보조금협정 제6조 제1항 제(b)호 내지 제(d)호에 따라, 영업손실 보전 보조금, 채무면제 보조금, 정부
보유채무의 면제 및 채무상환을 위한 교부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628) USMCA 제22.6조 제1항 제(a)호.
629) USMCA 제22.6조 제1항 제(b)호.
630) USMCA 제22.6조 제1항 제(c)호.
631) USMCA 제22.6조 제1항.

214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본이 WTO 보조금협정에서도 이들 세 개 유형은 “가장 유해한” 보조금으로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 규정하고, 그 외 생산요소에 공여되는 (ⅳ)번 투입재보조
금이나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ⅴ)번 유형의 보조금에는 금지의무까지는 아니더
라도 심각한 손상 또는 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
아 보인다.
첫째, 3개 회원국이 (ⅴ)번 유형의 ‘공급과잉 유발보조금’과 관련하여 특정
산업부문을 협정상에 열거하고자 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 해당 목
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시장의 공급과잉을 이
유로 해당 부문에 대한 보조금 규제 강화가 3개 회원국 제안에서 비중 있게 논
의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2019년 12월 12일에 발표된 「국제 반도체 시장 및
그 가치사슬에 관한 OECD 보고서」632)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의 가치사슬 보고서 시리즈는 OECD가 2019년 1월 7일 발표한 「국
제 알루미늄 시장 및 그 가치사슬에 관한 보고서」를 시작으로 전세계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정부지원 및 관련된 시장왜곡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633) 2019년 1
월 7일 발표된 알루미늄 가치사슬 보고서를 시작으로 이번 반도체 가치사슬 보
고서가 시리즈의 두 번째 연구물이다. 알루미늄 보고서에는 ‘공급과잉’이라는
단어가 총 14차례 등장한다. OECD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공급과잉을 야기하
는 주된 원인이며, 특혜금융 등 중국정부에 의한 보조금이 철강, 시멘트, 유리
등 산업부문의 공급과잉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였다.634) 미국은 OECD 알루
미늄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2019년 4월 30일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 위원회 정례회의와 그 밖의 다자 채널에서 WTO 보조금 규범의 강화 필
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635)
반면 OECD 반도체 보고서는 반도체기업에 대한 현행 보조 수준 및 소유구

632)
633)
634)
635)

OECD(2019b),
Ibid., p. 7.
OECD(2019a), pp. 52, 58.
본 연구보고서 [부록 1]의 8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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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있어 중국 정부의 관여(정부의 반도체기업 소유 또는 투자)가 특히 높다는
점,636) 금융제도를 통해 제공된 지원 특히 지분제공 방식으로 제공된 보조금이
반도체 가치사슬에서의 정부 보조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지원은
대부분 중국기업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으나637) 그러한 보조
금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과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OECD는 오히려 (ⅰ) 반
도체 글로벌 가치사슬(GVCs)의 특성상 가치사슬의 한 지점에서 제공된 정부
지원이 무역에 미치는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ⅱ) 반도체 가치
사슬 상에서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직접적인 수혜기업만이 이익을 보게 되
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638) 3개 회원국이 반도체 산업을 두고
WTO 차원에서의 산업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려 할 경우,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
는 데 OECD의 상기 연구결과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3개 회원국이 보조금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문제되는 산업부문을 특정
하지는 않고,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보조금’ 전반에 적용되는 특칙(심각한 손상
추정 또는 간주 규정 등)만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상계관세 조사당
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차단하기 위한 기제가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공
급과잉 유발 보조금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동 개념의 구성요건을 함께 요구
할 필요가 있다.

사. WTO 보조금협정상 비시장지향성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현행 WTO 협정에는 비시장경제(NME: non-market economy)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별 회원국이 국내법에 따라 비시장경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1981년 이래로 중국을 비시장경제

636) OECD(2019b), p. 7.
637) OECD가 표본으로 설정한 21개 대형 반도체기업을 기준으로, 이 유형의 정부 보조총액 중 86%가 중국기업
에 제공되었다. Ibid., p. 9.
638) Ibi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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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분류하여 덤핑마진 산정에 비시장경제 산정방식(NME methodology)
을 적용해왔으며,639) 미국은 2007년부터 상무부가 비시장경제국에 상계관세
를 부과해왔다. 문제는 WTO 반덤핑협정과는 달리 WTO 보조금협정에는 비시
장경제국에 적용되는 별도의 특칙이 없다는 점이다. 2018년 5월 31일 제2차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유럽연합·일본이 일부 회원국의 비시장지향적 정책·관
행 유무를 보여주는 다양한 요소·지표를 논의하였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라
생각된다.

표 5-4. 회원국에서의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 조건’의 판단기준

①

가격, 비용, 투입, 구매, 판매에 대한 기업의 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시장신호에 따라 이루
어질 경우

②

기업의 투자 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시장신호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③

자본, 노동, 기술 및 그 밖의 요소의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④

기업의 자본배분 결정이 자유롭게, 그리고 시장신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⑤

기업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기준에 적용을 받는 경우

⑥

기업이 회사법, 파산법, 사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⑦

상기 기업 활동에 정부의 중대한 개입이 없는 경우

자료: 미국·유럽연합·일본의 제2차 공동성명(’18. 5. 31)의 부속성명3의 1~7단락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단기적으로는 WTO 회원국 국내 통상정책의 ‘비시장지향성’을 판단하기 위
한, [표 5-4]와 같은 지표 내지 기준을 WTO 보조금협정에 도입하는 안이 우선
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비시장지향성 판단기준은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
서 조사대상국의 국내가격이 왜곡되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640) 이를 근
639) 중국은 2016년 12월 12일에 미국과 유럽연합을 각각 WTO에 제소하였다. United States 빲 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DS515); European Union 빲 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DS516). 현재 미국에 대한 제소 건(DS515)은 여전히 협의 단계에 놓여
있고, 유럽연합에 대한 제소 건(DS516)에서는 2016년 12월 12일 협의 요청, 2017년 4월 3일 패널 설치, 동
년 7월 10일 패널 구성 이후 패널 심리가 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19년 5월 7일에 패널절차 정지를 요
청하였다. 패널은 추후 중국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패널 절차를 정지하기로 동년 6월 14일 결정하였다. See
WT/DS515/1; WT/DS516/1; WT/DS516/9; WT/DS516/10; WT/DS516/13. 참고로, 패널의 작업이 12
개월 이상 정지되는 경우 동 패널의 권한은 소멸된다. DSU 제12조 제12항 참고.
640) 본 연구의 제3장 제5절(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및 [표 5-1]의 ⑧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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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조사당국은 동 협정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액 산정에 조사대상국의 국내
가격이 아닌 제3국 시장가격, 국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국내가격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상계관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국내법에 규정된 정의와 유사한 비시장경제국 개념을
동 협정에 반영하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641) 참고로 미국의 1930년 관
세법상 비시장경제국이라 함은 “원가나 가격구조가 시장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아 해당 국가에서의 물품 판매가 동 물품의 공정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고 행정당국이 결정하는 국가”를 의미한다.642) 미 상무부가 비시장경제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643) (ⅰ) 통화태환 수준, (ⅱ) 임금률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 (ⅲ) 다른 국가 기업에 의한 합작
투자나 그 밖의 투자가 허용되는 정도, (ⅳ) 생산수단에 대한 정부 소유 또는 통
제의 정도, (ⅴ) 자원배분, 기업의 가격 및 생산량 결정에 미치는 정부의 통제
정도, (ⅵ) 상무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밖의 요소를 비시장경제국 결정에
참작해야 한다.644) 위 요소들에는 특정한 가중치나 판단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
으며, 비시장경제지위 결정에 하나의 지침으로 기능할 뿐이다.645) 상무부는 어
떠한 국가라도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646) 일단 지정된 이후에는
상무부가 그러한 지정을 취소할 때까지 해당 국가는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유지
한다.647) 위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중국을 포함한 11개 국가648)를 비시장경제
641) 다만 비시장경제국의 결정은 지금까지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왔고 최근 체결된 USMCA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무역협정에서 비시장경제국 개념에 대한 실체적 정의가 포함되었던 적이 없다는 점에서, WTO보조금협정 개
정에 비시장경제국의 ‘정의규정’까지 포함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642) 19 U.S.C. Sec. 1677(18)(A): ‘The term “nonmarket economy country” means any foreign country that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does not operate on market principles of cost
or pricing structures, so that sales of merchandise in such country do not reflect the fair value of the merchandise.’(밑줄첨가).
643) 19 U.S.C. Sec. 1677(1).
644) 19 U.S.C. Sec. 1677(18)(B).
645) Bowman et al.(2009), pp. 107-108.
646) 19 U.S.C. Sec. 1677(18)(C)(ⅱ).
647) 19 U.S.C. Sec. 1677(18)(C)(ⅰ).
648) 벨라루스,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중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한편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경우 기존에는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었으나, 1993년,
2002년, 2006년에 각각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h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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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분류해왔다.
WTO 보조금협정에 비시장지향성 또는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이 포함된다
면, 향후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를 비시장경제국으로 재분류하거나649) 특정 국
가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한 상계관세액 산정에 제3국 시장가격이나 국제가
격, 구성가격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정당성을 확
보하는 작업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표 5-5.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현황
(단위: 건)
’87~
’00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국가

101

6

18

15

5

7

15

18

4

14

7

품목

55

6

11

7

5

4

6

8

3

6

6

세이프가드

31

1

1

빲

빲

빲

빲

빲

빲

빲

빲

불공정 무역행위

219

13

9

5

5

6

5

4

6

9

12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국가

15

14

8

16

5

9

14

14

4

309 (209)

품목

6

5

5

10

4

5

7

6

1

166 (119)

반덤핑

반덤핑

계

세이프가드

빲

빲

1

빲

빲

빲

빲

빲

빲

34 (22)

불공정 무역행위

8

9

8

10

9

12

9

10

빲

368 (126)

주: 신청건수 중, ( )안은 구제조치 건수를 의미.
자료: 무역구제 월간 통계(2019년 2월 말 기준),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19. 12. 27).

다만, [표 5-5]에서처럼 우리나라는 지금껏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상품 수
입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이 한 차례도 없으므로 위 개정만으로 우리 무
역구제 정책 및 제도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상기
요소들이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조사당국이 참작‘할 수

Status as a Nonmarket Economy (NME)”, IN FOCUS(2019. 1. 10), p. 1.
649)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5년 이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 왔다. “[팩트체크] 중국에 준 ‘시장경제지위’
철회 가능한가?”, 중앙일보(2017. 3. 21) 또한 참고.

제5장 결론 • 219

있다(may)’는 임의규정 형식일 것이므로,650) 위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나라 조사당국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국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을 것이다.

아. 투명성 강화
국가 지원정책에 관한 투명성 강화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투명성 의무는
WTO의 모니터링 기능과 제도적 실효성을 개선하는 데 핵심 요소이다.651) 그
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WTO 협정에서의 통보의무 및 절차들이 제대로 작동하
지 못하고 있다. 통보 지연 및 미통보 문제는 오랫동안 WTO 체제에 대한 위험
요소였으며, 새로운 규범 협상과 WTO의 무역감독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통보되지 않은 보조금은 무역을 왜곡하고 다른 회원국의 산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조금 제도에 관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동 보
조금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회원국이 자국 산업에 발생한 피해의 원
인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WTO 협정에서의 통보의무를 강화하고 투명성 의무의 실효성
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보의무 준수율이 가
장 낮은 분야나 새로운 규범이 형성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첫째, 3개 회원국 개정안에는 제2장에서 살펴본 ‘GATT 제
17조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투명성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공급과잉을 유발하
는 산업보조금(유해보조금)에 적용되는 별도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는 안이 포
함될 가능성이 있다. 유해보조금은 2017년 10월 30일 투명성 및 통보 개선방

650)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WTO 보조금협정에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무역구제 조사당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WTO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관련하여 국가 주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회원국의 컨센서스가 모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651) General Council,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ced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WTO Agreements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JOB/GC/148, JOB/CTG/10, 30 October 2017, par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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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관한 제안서(JOB/GC/148)에서 미국이 지적하였던 ‘통보의무 준수율이
낮은 분야’이자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는 분야’652)이기도 하다.
CPTPP나 USMCA를 벤치마킹하여 국영기업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
하는 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CPTPP는 당사국들이 국영기업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정부에 의한 이사
임명 여부, 지분 보유 및 통제, 국영기업에 제공한 비상업적 지원 등에 관해 구
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의무653)를 규정하고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USMCA의 경우 다른 당사국의 요청 시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모든 지분투자
(자기지분 제공)에 관해 ‘해당 투자가 비상업적 지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
세정보를 제공할 의무654)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성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통보의무가 발생하는 WTO 보조금협정655)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둘째, 유해보조금에 대해 별개 통보절차만을 신설한다 하여 이 분야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보의무의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WTO 협정은 회원국들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
조금이나 규제에 관해 WTO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통보의무 불이
행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미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안
에서는 통보의무 불이행국에 대해 일정한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
되어 있음을 제4장에서 확인하였다. 중국은 WTO 협상에서의 투명성을 주장
하고 통보의무 준수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통보의무 미이행국에 행
정조치를 부과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656)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통보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도입에는
입장을 같이하되 해당 제도가 징벌적(punitive) 성격이 아닌 촉진적(facilitative)

652)
653)
654)
655)
656)

Ibid., para. 6.
CPTPP 제17.10조.
USMCA 제22.10조 제4항.
WTO 보조금협정 제25조 제2항.
“In WTO reform proposal, China targets U.S. tariff actions, ag support, SOEs”(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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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이다. 다만 WTO 예산 기여분 상향조
정 등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조치를 제외한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다수 행
정조치들은 통보의무 불이행 회원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주제네바
대표부에 실무·행정적 차원에서 불편함을 야기하는 데 불과하다는 인상이 강
하다. 이 점에서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징벌적 성격
을 띠지는 않으면서도, 보다 거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
한 부담 내지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행정조치뿐 아니라 무역정책검토를 적극 활용하는 안을 두고도 우리나라
의 대외적 입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서에서 제안되
었던 ‘무역정책검토(TPR)에서의 통보 이행 여부 검토’에 더하여, 통보불이행
국에 대해서는 통보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무역정책검토의 주기를
좀 더 잦은 주기로 재조정하는 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2017년 7월 27일의
WTO 설립협정 부속서 3 개정 결정657)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는 무역정책검
토가 미국·유럽연합·일본·중국의 경우 기존 2년에서 3년, 우리나라 포함 그 외
16개 회원국의 경우 기존 4년에서 5년, 나머지 회원국들의 경우 기존 6년에서
7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658)
무역정책검토제도에 관해서는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농업보조, 분쟁
해결제도 등을 포괄하는 ‘WTO 개혁’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단순히 보조
금 통보의무뿐 아니라 WTO 협정의 다양한 실체적 의무 준수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2월 11일부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의 비사법적 분쟁해결 기능에 주목하는 입장이 있다. 무역정책검토제
도가 회원국 각 개별조치의 WTO 합치성에 대한 시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나, 회원국 정책·제도 전반의 WTO 합치성 여부를 좀 더 분
657) General Council, Amendment of the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Decision of 26 July
2017, WT/L/1014, 27 July 2017.
658)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tp_int_e.htm(최종 검색일: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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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파악·확인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무역정책검토제도가 향후 WTO 체제 내에서 가질 수 있을 역할을 제12
차 WTO 각료회의 또는 그 외 다자채널을 통해 추가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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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영기업·산업보조금 관련 WTO 개혁 논의 일지

일자

1

내용

미국·유럽
’17. 12. 12. 연합·일본
공동성명

미국·유럽
연합·일본
공동성명

상세내용
□ 미국·유럽연합·일본은 공동 이니셔티브를 개시하고, 전 지구적 차
원에서 공평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자국의 약속을 강화하는 데 동의
한다는 공동성명659)을 발표
- 시장왜곡 보조금의 대규모 지원 및 국영기업에 의해 야기된 불공
정한 경쟁조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3개 회원국 간 관련 논의를
심화해나가기로 합의
□ 일부 국가들의 비시장지향적 정책·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
응방안을 논의
- 비시장지향적 정책·관행이 심각한 공급과잉과 불공정한 경쟁조건을
야기하고 혁신적 기술의 개발·사용을 방해하며 국제교역의 기능
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 이 문제의 해결이 공통된 목적임을 확인
-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전 지구적 무역체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시장지향적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
- 비시장지향적 정책·관행 유무를 보여주는 다양한 요소·지표에 관
해 논의
□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새로운 규범의 제정 논의를 심화시키
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함.

2

□ 제2차 공동성명에 부속된 ‘부속성명(Annexed Statement)’ 형태
로 발표
- 일부 개도국이 현행 WTO 산업보조금 규범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산업보조금·국영기업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추후 협상목표로서 (ⅰ) 투명성 개선, (ⅱ) 공공기관·국영기업 문
제, (ⅲ) 보조금 규범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언급.

’18. 5. 31.

미국·유럽
연합·일본
공동작업제
안서

투명성
개선

WTO 회원국들이 통보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통보
이행에 직간접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성

① ‘공공기관’의 판단 기준, ②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공공기관·
정부의 영향을 받는 실체에 의한 시장왜곡행위를 어떻게 다룰
국영기업
지의 문제, ③ 공공기관·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규
문제
칙을 논의할 필요성

보조금
규범의
실효성
강화

① ‘가장 유해한(most harmful)’ 유형의 보조금의 경우, 완전
히 금지되거나 또는 해당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상업적
으로 피해를 주지 않음을 보조금 공여국이 증명하도록 할 필
요, ② 공급과잉과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선별적 구제
(targeted remedy)’ 규칙을 마련할 필요, ③ 보조금의 존재
및 효과에 관해 심도 있는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WTO
협정 규정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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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세내용
□ 2018년 7월 11일과 13일에 열린 중국의 WTO 무역정책검토
(TPR: Trade Policy Review) 회의 마지막 날에 중국대표는 중국
정부가 자국 국영기업에 불공정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을 야기하며 불공정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는 일부 회원국의 비판을 정면 반박660)

3

’18. 7. 13.

중국의
WTO
무역정책
검토 회의

□ 왕 셔우원(Wang Shouwen) 중국 상무부 부부장의 입장:
- “민간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만약 중국 국영기업이 중국정부로부터 특혜 보조금을 받고 있다
고 생각한다면 해당 회원국이 WTO 보조금협정에 따라 상계관
세조사를 시작하면 될 일”
- 국영기업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다수 WTO 회원국에서도 많
이 확인되며, 중국의 국영기업은 공정한 조건하에 운영되고 있다
고 반박.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책모기지기관으로서 패니매
(Fannie Mae) 및 프레디맥(Freddie Mac)을 가지고 있고, 캐나
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국영기업을 가지고 있음. 중국의 국영
기업은 이들 국가에서의 민간기업, 외국인투자기업(FIE:
foreign-invested enterprises)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조건하
에서 민간기업들과 경쟁한다고 주장.
□ 중국의 산업보조금 통보의무 불이행을 계기로 개최된 ’18. 9. 25.
회의에서 미국·유럽연합·일본은 WTO 통보에 관한 개혁의 필요
성,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기술 강제이전, 개발도상국 지위의 자기
선언 문제,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등 광범한 현안에 관해 공동
성명661)을 발표

4

미국·유럽
’18. 9. 25. 연합·일본
공동성명

□ 국영기업·산업보조금과 관련:
- (ⅰ) 3개 회원국은 일부 국가들의 비시장지향적 정책 및 관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함. 일부 국가들의 비시장지향적 정책·
관행이 심각한 공급과잉과 불공정한 경쟁조건을 야기하고 있고,
혁신적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방해하며 국제교역의 기능을 저해
하고 있음을 지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3개 회원국의 공통된
목적임을 재확인함.
- (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국영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국내적으
로 만들고 그러한 기업들을 전 세계 시장에 진출시킴으로 인해 발
생하는 시장왜곡으로 인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의 산업에 부정적
인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비판함.
- (ⅲ) 국영기업·산업보조금 문제와 ‘유해 보조금(harmful
subsidy) 관행’에 맞서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칙을 마련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함.
※ 예를 들어 (ⅰ) 정부의 암묵적인 대출보증을 이유로 하는, 기업
의 신용수준에 맞지 않는 국유은행 대출, (ⅱ) 비상업적 성격의
출자전환, (ⅲ) 이중가격 책정(dual pricing) 등 생산요소 가격

부록 • 257

일자

내용

상세내용
특혜 제공, (ⅳ)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계획이 없는 상태로
부실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공, (ⅴ) 공급과잉을 야기하거나 그
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보조금 공여가 여기에 해당
- (ⅳ) WTO 회원국이 보조금 통보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향조정하고, 보조금에 관련된 정보 확보 능력을 강
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에 동의함.

5

’18. 12. 11.

중국의
입장 표명

□ ’18.12.11.에 장샹천(Zhang Xiangchen) 중국 WTO 대사는 일
부 국가들이 중국의 국영기업을 WTO 보조금협정의 ‘공공기관’ 개
념에 의도적으로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며,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협정 개정 논의가 중국의 국영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662)
- 중국의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도록 하는 내용의 WTO
협정 개정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장샹천 대사는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기술이전에 관해 미국·유럽
연합·일본의 3자 회의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중국이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다만 ‘논의’와 ‘협상’은 다르며 개별 WTO 회원국이 국영기업, 산
업보조금, 기술이전에 관해 ‘협상’을 추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는 않다는 점을 강조.663)

6

’19. 1. 9.

미국·유럽
연합·일본
공동성명

□ 이번 공동성명664)에서는 심각한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불공정 경쟁
조건을 야기하는 비시장지향적 정책 및 관행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
이 논의됨.
- (ⅰ) 유럽연합과 미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중국을 비
시장경제로 분류·대우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문제를 두고 유럽연
합과 미국을 각각 WTO에 제소함. 미국·유럽연합·일본은 이 문
제에 관해 상호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시장지향적 조건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기준을 논의해옴.
- (ⅱ) 3개 회원국은 산업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
기초 작업을 2019년 봄까지 완료할 것을 자국 담당자들에게 지시
함. 이후에는 다른 주요 WTO 회원국들을 논의에 참여시킬 예정
임.
- (ⅲ) 미국·유럽연합·일본은 2018년 11월에 다른 일부 WTO 회
원국들과 함께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투명성 및 통보에 관한
제안을 공동 제출하였음. 미국·유럽연합·일본은 이 제안에 캐나
다, 호주 등 다른 WTO 회원국이 위 개혁안에 동참할 것을 설득
할 예정이며, 2019년 내에 다자 차원의 합의 도출 및 발효를 목
표로 하고 있음.

7

’19. 4. 9.

중국·유럽
연합
공동성명

□ 중국 시진핑 주석,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도날드 투
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발표한 공동성명665)에는 미빲
중 무역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많은 현안들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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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유럽연합은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WTO 협정을 준수하기로 약속.
- 산업보조금 규칙의 개정 등 WTO 개혁을 위한 노력할 것임을 약
속. 중국과 유럽연합은 “WTO 개혁에 관한 EU빲중국 작업그룹
을 통해 도출된 작업을 기초로, 산업보조금에 관한 국제규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를 심화”해나갈 예정임. 또한 위임
사항 내에 있는 다른 WTO에 대해서도 입장을 교환할 예정.666)
□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됨.

8

’19. 4. 3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
정례회의

(ⅰ)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이 공동 제안한 안건으로서 보조금
이 산업 공급과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미국은 2019년 1월에 OECD가 알루미늄 공급과잉에 관해 발표
한 「국제 알루미늄 시장 및 그 가치사슬에 관한 OECD 보고서」
를 인용하며, WTO 보조금 규범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다고 주장. 동 보고서에서 OECD는 정부보조금이 가치사슬에 미
치는 역할을 감안하여, WTO 보조금 관련 규범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
- 미국은 정부지원, 특히 특혜대출조건(preferential loan terms)
이 알루미늄 산업 공급과잉을 야기한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
함.667)
- 일본은 알루미늄 부문의 생산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함.
- 캐나다와 호주는 WTO가 보조금 문제와 시장에서의 정부·국영기
업의 역할을 다룰 수 있을 보다 나은 규칙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
함.668)
- 반면 중국은 공급과잉(overcapacity)이 위원회 회의의 주제가
되는 데 반대함. 공급과잉에 관해 회원국들이 논의할 수 있다는
권한위임이 WTO 보조금협정상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임.
중국은 대신 OECD가 보다 적절한 논의의 장이라고 주장함. 또
한 보조금이 알루미늄 부문에서의 공급과잉의 근원이라는 주장
에도 반대. 중국은 공급과잉이 보호무역주의 등 다수 요소에 의
해 야기된 구조적인 문제이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도 자국 기업
에게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공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고 지적함.669)
(ⅱ) 보조금에 관해 보다 강력한 통보의무가 필요하고, 국영기업을 통
해 국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다 잘 포착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보조금 관련 규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됨.670)
- 일부 회원국들은 국영기업의 역할, 시장에의 정부개입 문제를 보
다 실효적으로 다루기 위한 규칙이 WTO 내에 마련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함.
- 반면 우려를 표하는 회원국도 있었음. 중국은 WTO 보조금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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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치 위원회가 공급과잉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공급과잉 문제는 보호무역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해
옴.671)
(ⅲ) 위 논의와는 별개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이 철강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중국은 미국과 EU의 지속적인 지적을 확인하였
으나, 철강 부문에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이 노력하고 있
다는 점이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672)
□ 중국은 2019년 5월 13일에 새로 제출한 WTO 개혁 제안서673)에
서 WTO가 ‘전례없는 존재적 위기’674)에 봉착해 있으며, 중국은
‘다자무역체제의 적극적인 참여자, 충실한 지지자, 주요 기여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함.
- 이 제안서는 중국이 위 무역현안들에 관해 지금까지 보여온 입장
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제안서에서 중국은 국영기업을 “다른 유형의 기업들과 마찬가지
로 시장에서 동등한 행위자(equal players in the market as
other types of enterprises)”라고 칭함.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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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개혁
’19. 5. 13.
제안서
제출

□ 중국은 WTO 내에서 공평한 경쟁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상이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도 공정한 경쟁 환경하
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
다고 주장. 이를 위해:
(ⅰ) 보조금 규칙에 관한 개정 논의에 있어, 국영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별하거나 차별적인 규칙이 WTO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제정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ⅱ)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Foreign Investment Security
Reviews)는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투명성과 적
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어야 함. 동종의 투자에 대해 단지 소
유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이한 대우가 부여되서는 안
되며, 비차별적인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676) 중국은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결정이 종종 중국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해옴.677)
□ 미국은 국영기업에 좀 더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상 ‘공공기관(public body)’에 관한 상소기구의
해석에 이견을 보여옴. 상소기구의 해석대로라면 어떠한 국영기업
도 WTO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임.678) 반면 중국은 특정 원산지국가와 특정 기업유형만을 대상으
로 하는 차별적 관행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무역구제 조치의 ‘남

260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일자

내용

상세내용
용적 적용(misuse and abusive application)’을 방지하기 위해
WTO가 무역구제 규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679) 이 문
제에 관해 중국은 다음의 4개 제안을 제시함.
(ⅰ)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y) 규정을 부활시킬 것을
제안680)
(ⅱ) WTO 반덤핑협정상 제로잉(zeroing)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681)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조사에서 사용하는 덤핑
마진 산정방법인 제로잉은 WTO 분쟁해결제도하에서 이미 몇
차례 문제되었던 바 있음. 미국이 이들 사건에서 대부분 패소
했고 제로잉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이 내려졌으나, 캐
나다가 연목(softwood lumber)과 관련하여 제기한 가장 최
근 사건에서 패널은 제소국 캐나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682)
캐나다는 이 패널 판정에 상소를 제기한 상태임.683)
(ⅲ) 상계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의 식별, 발생한 혜택
의 산정,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의 적용에 관한
WTO 보조금 규칙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684)
(ⅳ)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적법절차가 개
선되고, 실효성과 준수율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685)
□ 중국은 WTO 개혁에 관한 소규모 장관급 회의를 2019년 11월에
주재하겠다고 발표.
- 이 회의는 다자무역체제의 지지와 WTO 개혁 프로세스의 촉진
에 관해 소통하고 국가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음.686)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세실리아 말스트롬
(Cecilia Malmström)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세코 히로시
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에서 중
국의 무역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제5차 3자 회동을 가지고 다음을
논의함.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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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19. 5. 23. 연합·일본
공동성명

(ⅰ) 비시장정책 및 관행, 시장지향적 조건, 기술의 강제이전 정책 및
관행,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 문제, WTO 개혁,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등 워싱턴 D.C., 뉴욕, 파리에서 있었던 기존 공동선
언에 포함된 모든 분야에 있어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합의
함.688)
(ⅱ) 비시장지향적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우려에 관해, 3개 회원국은 상
호 정보교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시장지향적 조건의 유무를 나
타내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 또한 현행 WTO 규
범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확
인함.689)
(ⅲ) 산업보조금 문제에 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엄격한 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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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상세내용
필요로 하는 유해 보조금(harmful subsidies)을 식별하며 적절
한 시장기준의 활용을 규정하는 WTO 개정안 마련 작업에 진전
이 있었음을 환영함. 개정협상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3개 회원
국은 개정안 문안 작업을 조속한 시기에690) 완료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임. 또한 시장왜곡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산업보조금 규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다른 주요 WTO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아웃리치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함.691)

11

12

유럽연합빲
중국
’19. 6. 25.
고위급
경제대화

’19. 8. 24

미국의
입장 표명

□ 중국과 유럽연합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기 위해 WTO 개혁을
위한 작업그룹을 설치하는 데 합의함.
- 다만 중국의 산업정책과 시장접근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는
양자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림.
□ EU-중국 고위급 회담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지르키 카타이넨(Jyrki
Katain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방주의는 WTO 협
정 위반이며, 현존하는 상황에 보다 적합하도록 WTO 규정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또한 유럽연합은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기술 강제이전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도 공감하며, 이러한 현안들도
EU빲중국 작업그룹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692)
□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미 행정부는 2019
년 8월 24일 발표자료(fact sheet)에서 미국은 WTO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미국은 WTO가 “회원국들에 의해 본래에 합의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WTO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임.693) 또
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막기 위해 G7 국가들과 협력할 것임.
□ 산업보조금, 정부의 지시에 의해 경제활동, 기술 강제이전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맞서기 위해 국가들이 공동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
요하다고 강조694)

주: 2019년 12월까지의 국영기업·산업보조금 관련 WTO 개혁 논의 현황임.
자료: 각주 659~694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659) USTR(2017). “Joint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at MC11.”
Press Release. December 12(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660) “China rebuts criticisms of SOEs, overcapacity at WTO review”(2018. 7. 13).
661)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September 25, 2018(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662) “Chinese ambassador: Trilateral talks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China’s SOEs”(2018. 12. 11).
663) Ibid.
664)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9 January 2019(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최종 검색일: 2019. 12. 30).
665) EU빲China Summit Joint statement, 9 April 2019(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1. 30).
666) “China, EU agree to fight unilateralism, comply with WTO, strengthen subsidy rules”(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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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U.S., EU, Japan say OECD report proves WTO subsidy rules need to be updated”(2019. 5. 1).
Ibid.
Ibid.
“Subsidies Committee members again cite concerns on lack of transparency”(2019. 4. 30), 온라
인 기사(최종 검색일: 2019. 12. 22).
Ibid.
Ibid.
General Council, China's Proposal on WTO Reform - Communication from China, WT/GC/W/773,
13 May 2019.
Ibid., para. 1.6.
Ibid., para. 2.35.
Ibid., para. 2.37.
“In WTO reform proposal, China targets U.S. tariff actions, ag support, SOEs”(2019. 5. 13).
Ibid.
General Council, China’s Proposal on WTO Reform - Communication from China, WT/GC/W/773,
13 May 2019, para. 2.14.
Ibid., para. 2.16.
Ibid., para. 2.16.
Panel Report, US 빲 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paras. 7.104-7.108.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34_e.htm(최종 검색일: 2019. 11. 7).
General Council, China's Proposal on WTO Reform - Communication from China, WT/GC/W/773,
13 May 2019, para. 2.16.
Ibid.
Ibid., para. 1.10.
“U.S., EU, Japan still working on industrial subsidies proposal”(2019. 5. 23).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May 23 2019, p. 1(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Ibid.
2019년 1월 회담 이후 3개 WTO 회원국은 2019년 봄까지 산업보조금에 관한 개정안 문안작업을 완료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U.S., EU, Japan focus on NME issues in trilateral meeting”
(2019. 1. 9).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May 23 2019, p. 1(온라인 자료, 최종 검색일: 2019. 12. 30).
“China, EU plan working group to revamp WTO and counter US unilateralism”(2018. 6. 25).
“US committed to reforming WTO - White House”(2019. 8. 24), 온라인 기사(최종 검색일: 2019.
12. 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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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국·유럽연합·일본 공동성명 원문
1. 제1차 공동성명서(’17. 12. 12.)
Joint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at MC11
12/12/2017
Mrs. Cecilia Malmström, 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
Mr. Hiroshige Seko,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and Ambassador Robert E. Lighthize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met in Buenos Aires, Argentine Republic on the
12th of December 2017 and agreed to strengthen our commitment to ensure a global level playing field.
They said:
“We shared the view that severe excess capacity in key sectors
exacerbated by government-financed and supported capacity
expansion, unfair competitive conditions caused by large market-distorting subsidies and state owned enterprises, forced
technology transfer, and local content requirements and preferences are serious concerns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trade, the cre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and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We, to address this critical concern, agreed to enhance trilateral cooperation in the WTO and in other forums, as appropriate, to eliminate these and other unfair market distorting
and protectionist practices by third coun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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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확인서(’18. 3. 10.)
Joint Readout from Meeting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in Brussels
03/10/2018
Meeting between EU Commissioner for Trade Cecilia
Malmström,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Hiroshige Seko and U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Lighthizer
Mrs Cecilia Malmström, 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 Mr.
Hiroshige Seko,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and Ambassador Robert E. Lighthize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met in Brussels on 10 March, 2018.
The Ministers confirmed their shared objective to address non
market-oriented policies and practices that lead to severe
overcapacity, create unfair competitive conditions for our
workers and businesses, hind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and undermine the proper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trade, including where existing rules are not
effective.
To this end, the Ministers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initial
joint actions:
• To defin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onger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 and collaborate on maintaining existing
disciplines, to tackle the issues of market distortion or overcapacity;
• To enforce existing rules by working jointly on curr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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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isputes in the WTO;
• To work in the WTO regular bodies towards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WTO monitoring function, including strengthening of notification requirements;
• Engage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within government
with a view to cooperating on investment screening, both by
an exchange of information on our respective frameworks and
by the consideration of possible means of coordination going
forward;
• Engage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within government
with a view to further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Export Credits towards a new set of guidelines;
• To intensify information-sharing on trade-distortive practices;
• To coordinate closely in international fora, such as the G7,
G20 and the OECD and on sectoral initiatives such as the
Global Steel Forum and Governments/Authorities Meeting on
Semiconductors.
• To reinforce the WTO rule-making function,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MC11 joint statement on
e-commerce.
The Ministers agreed to meet again in the margins of the OECD
ministerial meeting in Paris to discuss progress on the above
and explore further areas of joint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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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공동성명 및 공동 작업제안서(’18. 5. 31.)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05/31/2018
Ambassador

Robert

E.

Lighthize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Mr. Hiroshige Seko,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and Mrs. Cecilia Malmström, 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 met in Paris on 31st May 2018.
The Ministers reiterated their concern with the non-market-oriented policies of third countries and discussed actions
being taken and possible measures that could be undertaken in
the near future.
The Ministers confirmed their shared objective to address non
market-oriented policies and practices that lead to severe overcapacity, create unfair competitive conditions for our workers
and businesses, hind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and undermine the proper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trade, including where existing rules are not effective.
The Ministers agreed that market-oriented conditions are fundamental to a fair, mutually advantageous global trading system and
discussed various elements or indications that signal that nonmarket oriented policies and practices exist for businesses and
industries. Accordingly, they endorsed the annexed joint statement
on market-oriented conditions and agreed to further their
discussion on this issue and to engage with other trading partners
on identifying means to maintain market-orient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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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gard, the Ministers concurred on the need to deepen
and accelerate discussions regarding possible new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 and SOEs so as to promote a more level playing field for our workers and businesses.
The Ministers therefore endorsed the attached joint scoping
paper defining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onger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 and SOEs. On that basis, they agreed to
deepen that work, and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begin their
respective internal steps before the end of 2018 with the aim of
initiating a negotiation soon thereafter. The Ministers emphasized the ne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key trading partners in these future negotiations.
The Ministers further confirmed their shared view that no
country should require or pressure technology transfer from foreign companies to domestic companies, including, for example, through the use of joint venture requirements, foreign
equity limitations, administrative review and licensing processes, or other means.
In this connection, the Ministers endorsed the annexed joint
statement on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and practices.
The Ministers further agreed to deepen cooper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with other like-minded partners, to find effective means to address trade-distorting policies
of third countries, including harmful forced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and practices, and where appropriate, to pursu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at the WTO.
The Ministers acknowledged that resolving the issue of n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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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ance by some governments with their WTO transparency obligations is a priority in the work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WTO monitoring function.

They

agreed to continue cooperation in the WTO to achieve full implementation of existing WTO rules.
The Ministers welcome the progress of exploratory work of the
Joint Statement E-Commerce Initiative in the WTO and reaffirmed their strong commitment to advance the discussions
toward future WTO negotiations.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fora, such as the G7, G20 and the OECD and in sectoral initiatives such as the Global Steel Forum and Governments/
Authorities Meeting on Semiconductors, to address market-distorting measures.
*

*

*

Annexed Statement 1:
EU-JAPAN-US SCOPING PAPER to defin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onger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
I. Introduction
The EU, Japanese and the US trade ministers, having met twice
before to discuss the unfair competitive conditions caused by
large market-distorting subsidi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have agreed to take a number of initial joint actions, among
others to defin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onger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 The three partners share the view that
부록 • 269

the existing WTO rulebook on industrial subsidies should be
clarified and improved to ensure that certain emerging developing Members do not escape its application.
The three partners agree to engage on a regular basis and will
seek, subject to all applicable domestic procedures, to develop
the basis for future negotiations with a critical mass of major
industrial subsidy provider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set out in Part II.
II. Objectives
The future negotiations should meet the following objectives,
without prejudice to identifying further objectives in the
course of the ensuing negotiations.
1. Need to improve transparency
The three partners agree that a number of other WTO
Members do not notify at all or fail to notify most of the subsidies granted or maintained within their territories. This prevents other WTO Members from evaluating the trade effects
and understanding the operation of notified subsidy programs.
The partners therefore agree to construct direct or indirect incentives for WTO Members to fully comply with their notification obligations.
2. Need to better address public bodies and SOEs
There is a general convergence among the three partners on
the need to better address market-distorting behavior of public
bodies and SOEs. Such entities are the backbone and the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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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ctive feature of certain state-driven economic systems,
through which the state decisively governs and influences the
economy.
The three partners therefore agree to discus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at an entity should be characterized as a “public
body;” how to address state-influenced market-distorting behavior of entities not characterized as public bodies; and additional obligations and rules for public bodies and SOEs, including increased transparency.
3. Need to have more effective subsidy rules
The three partners as a start agree:
∙ that the most harmful types of subsidies should either be
prohibited outright or the subsidizing country be obligated
to prove that the subsidy does not cause commercial harm to
others.
∙ to develop new rules that provide a targeted remedy to address subsidies related to excess capacity.
∙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provisions of the WTO rules to
allow for greater information gathering in relation to subsidies and their effects.
Annexed Statement 2:
Joint Statement on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and Practices
Ambassador

Robert

E.

Lighthize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Mr. Hiroshige Seko,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and Mrs. Cecilia Malmströ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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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 met in Paris on 31 May
2018.
The Ministers discussed their growing concerns regarding the
policies and practices third countries relating to technology
transfer.
The Ministers confirmed their shared view that no country
should require or pressure technology transfer from foreign
companies to domestic companies, including, for example,
through the use of joint venture requirements, foreign equity
limitations, administrative review and licensing processes, or
other means.
The Ministers discussed the harmful effects of regulatory
measures that force foreign companies seeking to license technologies to domestic entities to do so on non-market-based
terms that favor domestic entities.
The Ministers discussed the need to establish and share best
practices, coordinating where useful, on mechanisms to stop
the practices by governments that direct and unfairly facilitate
the systematic investment in, and acquisition of, foreign companies and assets to obtain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rate the transfer of technology to domestic
companies.
The Ministers condemned government actions that support the
unauthorized intrusion into, and theft from, the computer networks of foreign companies to access their sensitive commercial
information and trade secrets and use that information for
commercial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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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ers agreed that the above types of policies and practices create unfair competitive conditions for our workers and
businesses, hind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and undermine the proper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trade.
The Ministers further agreed to work together, including with
other like-minded partners, to find effective means to stop
harmful forced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and practice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at
the WTO.
*

*

*

Annexed Statement 3:
Joint Statement on Market Oriented Conditions
Ambassador

Robert

E.

Lighthize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Mr. Hiroshige Seko,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and Mrs. Cecilia Malmström,
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 met in Paris on 31 May
2018.
The Ministers confirmed their shared objective to address non
market-oriented policies and practices that lead to severe overcapacity, create unfair competitive conditions for our workers
and businesses, hind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and undermine the proper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trade, including where existing rules are not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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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gard, the Ministers noted their citizens and businesses
operate under market oriented conditions. Such market oriented conditions are fundamental to a fair, mutually advantageous global trading system.
The Ministers noted the following elements or indications that
signal that market conditions exist for businesses and industries:
1. decisions of enterprises on prices, costs, inputs, purchases,
and sales are freely determined and made in response to
market signals;
2. decisions of enterprises on investments are freely determined and made in response to market signals;
3. prices of capital, labor, technology, and other factors are
market-determined;
4. capital allocation decisions for or affecting enterprises are
freely determined and made in response to market signals;
5. enterprises are subject to internationally recognized accounting standards, including independent accounting;
6. enterprises are subject to corporation law, bankruptcy law,
and private property law; and
7. there is no significant government interference in enterprise business decisions described above.
The Ministers agreed to further their discussion on this issue,
including possible identification of additional elements, and to
engage with other trading partners on identifying means to
maintain market oriented cond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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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차 공동성명서(’18. 9. 25.)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09/25/2018
Mr. Hiroshige Seko,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Ambassador Robert E. Lighthize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and

Mrs.

Cecilia

Malmström,

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 met in New York on 25 September
2018.
Statement on Concerns with Non-Market-Oriented Policies
and Practices of Third Countries
The Ministers reiterated their concern with and confirmed
their shared objective to address non market-oriented policies
and practices of third countries that lead to severe overcapacity, create unfair competitive conditions for their workers and businesses, hind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and undermine the proper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trade, including where existing rules are not
effective.
The Ministers recalled that market-oriented conditions are fundamental to a fair, mutually advantageous global trading system
and that their citizens and businesses operate under market-oriented conditions. They discussed actions being taken
and possible measures that could be undertaken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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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they directed their staff to further their discussion
on various elements or indications that signal that non-market
oriented policies and practices exist for businesses and industries, to enhance information sharing on non-market-oriented policies and practices of third countries, to engage with
other trading partners on identifying means to maintain market-oriented conditions, and to deepen discussions on enforcement and rule-making as tools to address these problems.
Statement on Industrial Subsidies and State Owned Enterprise
The Ministers reviewed and confirmed progress regarding possible new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 and State Owned
Enterprises so as to promote a more level playing field for their
workers and businesses. The Minister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securing a level playing field given the challenges
posed by third parties developing State Owned Enterprises into
national champions and setting them loose in global markets –
resulting in distortions that negatively affect farmers, industrial
producers, and workers in the Ministers’ home countries. The
Ministers recognized the progress of their work, and the continued need to deepen their shared understanding, on the basis
for strengthening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 and State Owned
Enterprises, including how to develop effective rules to address
market-distorting behavior of state enterprises and confront
particularly harmful subsidy practices such as: state-owned
bank lending incompatible with a company’s creditworthiness,
including due to implicit government guarantees; government
or government-controlled investment fund equity investment
on non-commercial terms; non-commercial debt-to-equity
swaps; preferential input pricing, including dual pricing;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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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ies to an ailing enterprise without a credible restructuring
plan; and subsidies leading to or maintaining overcapacity.
The trilateral partners continue exploring how to increase the
costs of transparency and notification failures and how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obtain information on subsidies.
The Ministers also confirm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WTO disciplines.
On that basis, they agreed to intensify discussions among
themselves and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advance their respective internal steps before the end of 2018 with the aim of
initiating a negotiation on more effective subsidy rules soon
thereafter. The Ministers emphasized the ne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key trading partners in these future negotiations.
Statement on Concerns with Forced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and Practices of Third Countries
The Ministers recalled their shared view that no country should
require or pressure technology transfer from foreign companies to domestic companies, including, for example, through
the use of joint venture requirements, foreign equity limitations, administrative review and licensing processes, or other
means. The Ministers found such practices to be deplorable.
The Ministers again condemned government actions that support the unauthorized intrusion into, and theft from, the computer networks of foreign companies to access their sensitive
commercial information and trade secrets and use tha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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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for commercial gain. Recalling that forced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and practices create unfair competitive conditions for their workers and businesses, hind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and undermine the
proper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trade, the Ministers will
reach out to and build consensus with other like-minded
partners. The Ministers also agreed to deepen their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full range of harmful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and practices and their effects.
The Ministers affirmed their commitment to effective means to
stop harmful forced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and practices,
and to this end, deepen discussions on enforcement and
rule-making as tools to address these problems.
Statement on Discussions on WTO Reform
The Ministers shared a common view on the need for the reform of the WTO, and, with respect to its monitoring and surveillance function, agreed as a first step to co-sponsor a transparency and notification proposal for consideration at the next
meeting of the WTO Council on Trade in Goods.
They also agreed to promote the strengthening of the regular
committees’ activities and instructed their experts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a potential joint proposal by the three
members focusing on the promotion of best practices and increasing efficiencies across committees.
Overly broad classifications of development, combined with
self-designation of development status, inhibits the WTO’s
ability to negotiate new, trade-expanding agreements and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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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ines their effectiveness. The Ministers called on advanced
WTO Members claiming developing country status to undertake full commitments in ongoing and future WTO negotiations.
Statement on Digital Trade and E-Commerce
The Ministers shared growing concerns about proliferation of
digital protectionism and agreed to cooperate in facilitating
digital trade and the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and to enhance business environments through the promotion of data
security.
The Ministers welcome the progress of exploratory work under
the 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
They agreed to intensify and accelerate this process to deepen
understanding among members on possible elements to be included in a future agreement on digital trade aiming at updating the WTO rulebook, as well as the significant economic
benefits of such an agreement. The Ministers agreed to continue work toward the timely launch of negotiations of a high
standard agreem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as many members as possible.
Statement on Cooperation on Other Issues
The Minister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coordination
among themselves to mitigate risks to their national security
from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including the continued
cooperation between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three partners to share best practices and exchange information on foreign investment review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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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ers welcomed trilateral cooperation for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Export Credits to develop a
new set of guidelines for government-supported export credits
as soon as possible in 2019.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fora, such as the G7, G20 and the OECD and in sectoral initiatives such as the 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and
Governments/Authorities Meeting on Semiconductors, to address market-distorting measures.
###

5. 제4자 공동성명서(’19. 1. 9.)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01/09/2019
Washington, D.C., 9 January 2019
Mrs. Cecilia Malmström, 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
Mr. Hiroshige Seko,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and Ambassador Robert E. Lighthize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met in Washington, D.C. on 9 January
2019.
The Ministers advanced discussions on their shared objective
to address non market-oriented policies and practices of third
countries that lead to severe overcapacity, create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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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 conditions for their workers and businesses, hind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and
undermine the proper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trade,
including where existing rules are not effective.
They reiterated their concerns, reviewed ongoing work, and
agreed to deepen their cooperation in all areas covered by the
Ministerial Statements issued in New York and Paris, including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market-oriented conditions,
industrial subsidi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forced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and practices, WTO reform and digital trade
and e-commerce.
In today’s meeting, the Ministers discussed in particular:
On concerns with non-market oriented policies and practices,
Ministers took stock of the intensification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m, the identification of additional
criteria indicating market-oriented conditions, and confirmed
that market-oriented conditions are fundamental to a fair,
mutually advantageous global trading system and that their
citizens and businesses operate under market-oriented conditions.
The Ministers also confirm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WTO
disciplines, including through ongoing WTO disputes.
On industrial subsidies, Ministers instructed their staff to
finalize trilateral text-based work in this area by spring in
order to engage other key WTO Members after that, as
appropriate.
In the area of forced technology transfers, Minister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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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agreement to cooperate on enforcement, on the
development of new rules, on investment review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and on export controls and further take
stock of this cooperation by spring.
On the reform of the WTO, the three partners submitted a joint
transparency and notification proposal to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last November with other co-sponsors, and the
Ministers agreed to intensify engagement with other trading
partners to advance this proposal. They confirmed their
agreement to work towards strengthening the regular committees'
activities. They also reiterated their call on advanced WTO
Members claiming developing country status to undertake full
commitments in ongoing and future WTO negotiations.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ng in
facilitating digital trade and the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and to enhance business environments through the promotion
of data security. The Ministers confirmed their support for the
timely initiation of WTO negotiations on trade-related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that seek to achieve a high standard
agreem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as many WTO members as
possible.
The Ministers look forward to further cooperation for the G20
Ministerial Meeting on Trade and the Digital Economy under
the Japanese G20 Presid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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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차 공동성명서(’19. 5. 23.)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05/23/2019
Paris, May 23, 2019
Ambassador

Robert

E.

Lighthize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Mrs. Cecilia Malmström, 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 and Mr. Hiroshige Seko,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met in Paris on May 23, 2019.
The Ministers advanced discussions on their shared objective
to address non market-oriented policies and practices of third
countries that lead to severe overcapacity, create unfair competitive conditions for their workers and businesses, hind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and undermine the proper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trade and discussed various tools needed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y reiterated their concerns, reviewed ongoing work, and
agreed to deepen their cooperation in all areas covered by the
Ministerial Statements issued in Washington DC, New York, and
Paris, including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market-oriented conditions, forced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and practices, industrial subsidi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WTO
reform, and digital trade and e-commerce.
In today’s meeting, the Ministers discussed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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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oncerns with non-market oriented policies and practices,
Ministers took stock of the intensification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m, the identification of additional criteria indicating that market-oriented conditions exist, and
confirmed that market-oriented conditions are fundamental to
a fair, mutually advantageous global trading system and that
their citizens and businesses operate under market-oriented
conditions. The Ministers also confirm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WTO disciplines, including through ongoing WTO
disputes.
The Ministers shared growing concerns about third parties’ developing State Enterprises into national champions, disrupting
market-oriented trade, and directing those State Enterprises to
dominate global markets. The Ministers also shared growing
concerns about the non-market advantages and non-market
domestic behavior of State Enterprises that result in distortions
that negatively affect farmers, workers, and enterprises in the
Ministers’ home countries. The Ministers affirmed their commitment to effective means to address these concerns and, to
this end, deepen discussions on enforcement and rule-making
as tools to address these problems.
On industrial subsidies, Ministers welcomed the progress made
in discussions on text-based work on increasing transparency,
identifying harmful subsidies that merit stricter treatment and
ensuring that appropriate benchmarks can be used. Ministers
instructed their staff to continue efforts to finalize trilateral
text-based work on these and other issues in order to engage
with other key WTO Members with the aim of initiating negotiations on stronger disciplines on industrial subsid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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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owned enterprises. They also agreed to increase outreach
to key WTO Members on the need to strengthen industrial subsidies rules to address market distortions. They also welcomed
the close cooperation they have developed in the context of
WTO disputes addressing non-market distortions and subsidies
through public bodies.
In the area of forced technology transfers, Ministers confirmed
their agreement to cooperate on enforcement, on the development of new rules, on investment review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on export controls and further take stock of this
cooperation.
Ministers confirmed ongoing trilateral cooperation on investment review mechanisms and welcomed deepening cooperation among the relevant authorities, including through the
sharing of best practices on risk analysis and mitigation
methods.
On the reform of the WTO, the three partners submitted a revised transparency and notification proposal to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in April with other co-sponsors, and the
Ministers agreed to intensify engagement with other trading
partners to advance this proposal in a manner that increased
WTO Member compliance with existing WTO notification obligations aiming at an agreement at the earliest possible timing.
They confirmed their agreement to work towards strengthening
the regular committees’ activities. The Ministers welcomed the
ongoing discussion in the WTO on addressing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in current and future WTO negotiations.
They reiterated their call on advanced WTO Members claiming
developing country status to undertake full commitmen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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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oing and future WTO negotiations and applauded that
some WTO Members have indicated their intent to do so.
The Ministers call on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Export Credits to accelerate its work with a view to reach consensus on the new international export finance disciplines by
2020 in order to level the playing field for export credits.
Ministers welcomed the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issued in Davos on 25 January 2019 and confirmed
their commitment to seek to achieve a high standard agreem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as many WTO Members as
possible.
The Ministers look forward to further cooperation for the G20
Ministerial Meeting on Trade and the Digital Economy and the
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under the Japanese G20
Presid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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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회원국별 보조금 통보 현황(1995~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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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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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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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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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eport (2018) of the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G/L/1272, G/SCM/152, 29 October 2018,
p. 18, Annex K;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Notification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CM/W/546/Rev.10, 29 March 2019,
p. 12, Annex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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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Way Forward for WTO Reform:
SOEs, Industrial Subsidies, and Notifications
Cheon-Kee Lee, Jun Hyun Eom, and Minji Kang

The present study deals with the issue of state-owned enterprises
(SOEs), industrial subsidies, and subsidy notifications in the context of
“WTO Reform”; examines relevant provisions of WTO agreements in
comparison with those under a select number of recent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predicts directions for future WTO amendment proposals to be made by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EU-Japan”). Further, in preparation for a
situation where these three Members reach out to obtain Korea's support for the amendments, this study seek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uld take into account in defining its strategic positioning in WTO Reform negotiations.
Chapter 2 discusses possible WTO amendments related to industrial
subsidization “for” and/or “by” China’s SOEs. To this end the present
study firstly sheds light on the current situation with China’s SOEs, its
industrial subsidization policy, and possible market distortion arising
therefrom. Secondly it discusses practical and normative limits of the
current WTO agreements in addressing this trade issue. Article XVII of
the GATT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a lack of a definition of
“state-trading enterprises (STEs)” and for Members’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STEs transparency obligations under the same

provision. Further, under the WTO Subsidies Agreement there has been
a long-standing dis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n
whether China's SOEs can be viewed as a “public body”, i.e., the granting authorities of subsidies. The United States has consistently objected
to the “government authority” and “significant control” standards and
criticized that the Appellate Body’s interpretation of the term “public
body” would place too much burden on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in
proving China’s SOE under investigation constitute a public body.
Against this background a few recent RTAs including the CPTPP and the
USMCA contain more concrete definition of SOEs based on ownership
and control. On a similar note it is probable that US-EU-Japan would
propose under WTO agreements to (ⅰ) introduce detailed criteria in determining a public body in cases where SOE subsidization is concerned;
(ⅱ) adopt a set of rules which apply to entities which are not public
bodies but still under influence of the government; and (ⅲ) add additional

obligations and rules

which apply specifically to SOE

subsidization.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relevant provisions of the current WTO
Subsidies Agreement, the CPTPP, and the USMCA.
Chapter 3 analyzes a possible WTO Subsidies Agreement revision with
respect to industrial subsidies leading to overcapacity or “harmful
subsidies.” A future proposal by US-EU-Japan is most likely to provide
for (ⅰ) introduction of explicit rules on benefit pass-through, given that
GATT/WTO jurisprudence has consistently required a high degree of

burden of proof to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in establishing that benefits provided to upstream industries have “passed through” to downstream industries. Additionally the following elements may be proposed:
(ⅱ) expansion of boundary of the “prohibited subsidies” beyond export
subsidies and import substitution subsidies to include harmful subsidies;
(ⅲ) reintroduction of rebuttable presumption of adverse effects (as in
now-defunct Article 6.1 of the WTO Subsidies Agreement); (ⅳ) introduction of more detailed rules for out-of-country benchmark for
countervailing duty calculation under Article 14 of the same Agreement
; and (ⅴ) adoption of additional fast-track rules specifically for disputed
SOE subsidization between WTO Members.
Chapter 4 discusses possible WTO amendments as regards subsidy
notifications. While the compliance rate with notification obligations
has generally been very low for most WTO Members, the main criticism
has been directed at China. It has been repeatedly pointed out at the
WTO that while China is actively involved in domestic subsidization both
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evel, it still has not completed notification on all of its domestic subsidies. On this matter, primarily two
proposals are being discussed: (ⅰ)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s” to be applied to WTO Members who failed to comply with
their notification obligations, and (ⅱ) utilization of Trade Policy
Reviews (TPRs) in monitoring such non-compliance.
In Chapter 5 this study suggests that WTO Members should adopt a
“stepped” approach by prioritizing among multiple revision elements.

Further it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into account in future WTO negotiations, with regard to introduction of
(ⅰ) new definition of “public bodies” where SOEs are concerned; (ⅱ)
additional obligations and rules for SOE subsidization; (ⅲ) explicit benefit pass-through provision for upstream subsidies, (ⅳ) prohibited industrial subsidies leading to overcapacity; (ⅴ)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on-market-oriented conditions and/or Non-Market Economies
(NMEs) under WTO agreements; and (ⅵ) rules to strengthen transparency
and enhance Members’ subsidy notifications including administrative
measures. Lastly, this study stres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losely
monitor the ongoing discussion between US-EU-Japan for a thorough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n any further developments, and prepare
multiple scenarios for all possible outcomes in setting its positioning
and negotiation strategies with respect to each revision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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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ㆍ유럽연합ㆍ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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