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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글로벌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WTO는 1995년 출범 이후 세
계적인 무역자유화와 규범에 기초한 국제통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WTO의 핵심기능이 현저히 위축되면서 WTO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WTO의 3대 핵심기능으로 ① 다자협상을 통해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맞는
무역규범을 제정하는 협상기능 ② 회원국의 WTO 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회원국 무역정책을 감시․감독하는 기능 ③ WTO 규범에 근거하여 회원국간 무
역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기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협상기능은 DDA의 교착으로 오래전에 회원국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WTO 다자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것이 DDA 협상인지조차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그마저 교착 상태에 빠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회원국의 무역정책
감시․검토 기능도 작동은 하고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구속력 없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는 제네바 주재 각
국 대표들의 사교모임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나마 원활히 작
동되었던 분쟁해결기능도 상소 심리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부족으로 지난
2019년 12월 10일부로 상소기능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소기능의 정
지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WTO 출범 이후 세계무역환경과 구조도 많이 변했습니다. 무엇보
다 신보호무역주의가 완전히 정착했으며, 미·중 간 통상마찰도 이제는 국제통
상에서 변수가 아닌 고정 상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보호무역주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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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와 미·중 통상마찰의 향후 전망에 대한 고려 없이는 그 어느 국가도 다자협상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확대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도 점차 지역화(localization of GVC)되고 있어 역내 무역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무역이 급격히 증가해 부가가
치로 본 서비스 무역액은 상품무역액을 넘어섰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향후 세계 무역의 서비스화·
디지털화는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른 한편 WTO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도 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WTO에서만큼은 늘 수세적 입장에서 가급적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
는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시장 접근의 확대와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
업에서의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해 분명한 입장 정립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우대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
함에 따라 그만큼 WTO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된 세계 무역환경 및 구조 변화, 그리고 달라진 우리나라의 입지 등을 종합
적으로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WTO 다자협상 대책의 방향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WTO 다자체제가 구조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WTO 3대 기능 측면
에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세계 무역환경과 무역구조가 WTO 출범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분석하고 달라진 우리나라의 입지 변화를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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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향후 WTO 다자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협상대응의 기본 방향을 제
시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 대비해 주요
의제별 협상대책 방향도 포함했습니다.
이 연구는 본 원의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이천기 부연구위원, 이주관 부연구
위원, 김지현 연구원과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정명화 실장이 공동연구진
으로 참여해 집필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전 과정에서 원외심의위원으로서 건설
적 의견을 내주신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세운 서기관,
기획재정부의 김요한 사무관, 그리고 원내 배찬권 자문위원에게도 감사를 드립
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원장 김 흥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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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
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
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
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
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
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
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
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
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
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
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
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
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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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
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
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
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
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
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
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
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
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
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
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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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
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
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
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
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
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
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
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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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
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
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
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
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
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
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
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
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
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
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
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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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
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
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
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
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
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
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
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
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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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
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
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
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
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
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
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
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
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
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
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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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
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
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
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
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
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
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
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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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
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
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
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
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
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
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
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
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
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
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국문요약 • 13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
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
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
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
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
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
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
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
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
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
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
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
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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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WTO 다자무역체제는 십여 년 전부터 기능적으로 구조적 위기를 경험하
고 있다.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다자무역협상 또는 라운드를
통해 새로운 무역규범을 제정하는 협상기능은 도하개발어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교착으로 사실상 중단된 지 오래다. WTO 발족 이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인 DDA는 2001년 출범 당시 4년을 협상 시
한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출범 이후 20여 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특별히 내세
울 성과 없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13년 발리 각료회의
에서 무역원활화협상이 타결되었고, 이후 계속되는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
보조금이 철폐되는 등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DDA 출범 당시에 제시
한 일괄타결의 원칙(single undertaking)에 따라 DDA 전체를 아우를 만한
협상 진전이나 성과 도출을 언급하기에는 미흡하다. 무역규범 제정을 위한 협
상의 場으로서 WT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WTO 회원국은 다양한 양자 또
는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WTO의 협상기능 부실을 대체하였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산한 데는 이와 같은
WTO의 협상기능 부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의 무역규범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기능의 마비 또한 오래전부터 WTO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회원국의 WTO 규범 이행과 무역정책을 감시하는 WTO의 기능은 무역정책검
토기구(TPRB: Trade Policy Review Body)가 담당해왔다. 그러나 WTO 출
범 이후 지금까지 WTO/TPRB의 활동은 회원국에 대한 정기 무역정책검토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것이 없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무역
제한적 보호조치에 대한 정보 수집 등 감시기능이 강화되었으나, 무역규범의
집행과 회원국의 무역정책검토는 당초 기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일
반적인 평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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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뒷받
침하는 근간으로 WTO 출범 이후 회원국간 무역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강제적·배타적 관할권, 규범에 기초한 분쟁해결절차 규정, 상소
기구의 설립, 독립적 사법절차에 따른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 등은 기존
GATT 1947체제와 가장 비교되는 WTO 체제만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분쟁해결제도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
1998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The DSU Review)’를 통해 동 제도의 운영
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2) 특히 최근에
는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 1995년 WTO 출범 이래 회원국간 분쟁해결기능이
상대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어왔음을 고려한다면, WTO 분쟁해결
기능의 마비는 WTO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에 일정 부분 타격을 주는것이 불가
피할 것이다.
한편 지난 20여 년 동안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 못지않게 국제무역
환경 역시 많이 변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각국의 보호무역 색
채의 조치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과
정에서 출범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일방적인 관세
부과 및 무역규제조치 등을 사용해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조장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는 반세계화 및 포퓰리즘(populism)의 확산과 맞물려 ‘신보
호무역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정착 단계에까지 들어섰다. 세계 경제와 무
역은 미·중 양국간 갈등이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불확
실성이 보다 확대되었고, 이는 다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악순환으
1) 이에 대해서는 Zahrnt(2009) 참고.
2) 미국은 당시부터 상소기구가 상소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
(“overreach”)며 상소기구의 운영을 두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2002년에 미국과 칠레는 ‘WTO
분쟁해결에서의 유연성 및 회원국 통제 개선’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고,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게 적용
될 추가지침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로 동 제안이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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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 무역도 지난 20여 년 동안 구조적으로 상당히 변했다. 무엇보다도 세계
무역의 서비스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WTO 서비스통계에 따르면 2019년 세
계 서비스 무역액(수출+수입)은 상업서비스만을 고려했을 경우 11조 8,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 무역(상품 및 서비스)에서 23.6%를 차지한다. 2015년에 그
비중이 19.5%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과 4년 만에 4.1%p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 기준으로 본 서비스 수출액은 상품에 체화된 서비스와 데이터
무역을 포함할 경우 13조 4,000억 달러(2017년 기준)에 달해 이미 상품교역
액(13조 달러)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WTO의 TIMOS(Trade in
Services by Modes of Supply) 데이터도 2017년 상업서비스의 수출액을 13
조 4,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 이래 서비스 무역은 연평균
5.4%로 증가해 상품무역(증가율, 4.6%)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도 하다.
서비스 무역은 2040년이 되면 절대 액수로도 세계 무역의 50%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서비스
교역의 거래비용이 낮아지면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 구성의 변화, 즉 선진국의 고령화 추세는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전망이고, 개도국에서 젊은 세대의 증가는4) 앞
으로 교육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주요 요인으로, 향후 서비
스 무역의 확대, 특히 온라인 서비스 무역 확대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진화(evolution)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국제 무역구조 변
화의 중요한 현상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되면서
세계 무역의 증가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가치사슬이 점차 효율화되는 과정에서

3)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p. 52.
4) 세계적으로 밀레니엄 세대(1980~1996년 사이 출생)와 Z세대(1997~2012년 사이 출생)의 인구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두 세대가 세계 소설미디어 사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이 두 세대는 이
전 베이비부머세대(1945~65년 사이 출생)에 비해 소셜미디어 사용시간이 2.5시간/일 긴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WTO(2019b),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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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느슨하고 지역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품생산의 가치사
슬에서 국가간 무역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상품 생산액 대비 수출액 비중
은 2007년 28.1%에서 2017년 22.5%로 5.6%p 감소했으며, 2019년에는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5) 이는 상품생산에서 무역을 통한 수입 중
간재의 이용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에서
의 중간재 자체생산 증가 현상과도 밀접히 연계된다.6)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존 저임금 중심에서 지식집약적(knowledge-intensive)으로 진화하고 있다. 섬유나 신발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도 로봇
등 혁명적 기술발전으로 인해 저임금의 이점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반면 글
로벌 가치사슬에서 브랜드나 소프트웨어, 지재권 등과 같은 무형의 자산과
R&D 등의 수익률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점차 고부가가치 지식 중
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무역환경 및 무역구조의 변화가 WTO 다자통상체제의 변화
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임은 명확하다. 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가 만연해질 경우 WTO도 이에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
한 조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세계 무역에서 서
비스와 지재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WTO에서도 서비스 무역을 관장하는
GATS와 지재권을 담당하는 TRIPS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다른 한편 2019년을 고비로 우리나라가 WTO 다자무역협상에 임하는 입지
도 크게 변했다. 2019년 정부는 향후 WTO 협상에서 더 이상 개도국특혜를 추
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GATT/WTO
의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대표적인 국가로
인식되어왔다. 그럼에도 GATT/WTO 무역자유화협상에서는 시장개방을 최
소화하기 위해 늘 방어적․수세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5)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p. 32.
6) 위의 책,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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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예: 농업)에 대한 국내 정치
적 고려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규모 10위권 안에
있는 통상강국임에도 불구하고 WTO 다자협상에서는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
는 그림자 국가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정부가 향후 WTO 다자협상에서의 개도국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의 협상입지가 크게 바뀌었다.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무역
자유화 협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때론 시장개방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WTO 다자협상에서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국익의
확보가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시장개방 확대로 피해가 예상
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을 순 없겠지만, 앞으로는 피해산업에 대한 고려로
인하여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무역자유화에서 보아왔듯이 우리나라의 입장은 일방적 무역자유화가 아니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자유화가 될 필요가 있다. 즉 무역자유화에 따른 소득 불
균형과 불평등의 심화나 시장개방 혜택이 일부 계층이나 산업으로 집중되는 현
상을 적절히 해소하는 포용적 무역자유화가 통상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현 WTO 다자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기와 원인을 분석하고, 향
후 WTO 다자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지를 전망한 다음, 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
요한 연구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전개될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
기 위해서는 現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발생한 원인
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21년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중장기
적으로 WTO 개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여 그에 맞게 우리나라의 협상대책 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정책적 의미 또한 크며, 실제 다자협상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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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과 글로벌 통상환경 및 무역구조의 변화, 그
리고 변화된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자
협상 대응 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협상대책을 넘어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가.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는 WTO 다자체제를 분석하여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
대응 방향을 수립,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본 연구는 ① WTO의 구조적 위기를 기능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위
기의 본질과 원인을 분석하고 ② 지난 20여 년간의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특히 무역환경 및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것이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며 ③ 개도국특혜 주장 중단 결정에 따라 변화한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를 감안하여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둔다.

나.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제2장에서 WTO 다자체제 구조적 위기의 본질을 기능적인 측면
에서 고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WTO의 주요 기능을 확인하고 ①
무역규범 제정을 위한 협상의 장(場)으로서의 WTO와 ② WTO 규범 집행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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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의 무역정책검토 기구로서의 WTO ③ 무역분쟁의 효율적 해결기구로서의
WTO 등 핵심 3대 기능을 정리하고, 각각에 대해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그
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 원인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WTO 출범 이후 세계무역환경 및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
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부분이다. 무역환경의 변화는 신보호무역주
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와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무역구
조의 변화는 글로벌 무역의 서비스화와 가치사슬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
았다. 이후 이러한 WTO 외부변수가 갖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 입지 변화를 정리한 부분이다. 핵심인
개도국 특별우대조치 원용 중단 결정과 그 의미, 그리고 WTO 협상에서 이러
한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대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제5장은 본 연구의 핵심인 결론 부분이다. 앞 장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다.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과 우리나라의 입지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하였다. 기존의 상품 중심에서 서비
스 및 지재권,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방향과 조
화를 이루는 것을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제12차
WTO 각료회의 대응의 하나로 예상되는 주요 의제별로 대응 방향을 함께 제시
하였다. 제6장은 정부의 관련 담당자들이 본 연구 결과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핵심 대응 방향만을 정책제언으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내용과
흐름은 [그림 1-1]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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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1) WTO 다자체제의 위기와 개혁
WTO 체제의 위기와 관련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와 문헌은 다양하다. 먼저
국내 연구로 서진교 외(2008)는 그 때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되어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하여 한국의 시각에서 WTO의 개혁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WTO의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운영의 투명성 부분은
본 연구에도 도움이 되었다. 최근의 연구로 서진교 외(2018a)는 WTO 체제의
최근 개혁논의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2018년 9월 이후 제시된 미국, EU, 캐나
다 등의 WTO 개혁 제안서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다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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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WTO 다자체제의 기능상 문제점에 중점
을 둔 본 연구와 차이가 있으나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추진과 특히 다자협상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에 관해서는 해외 연구도 활발하다. 최근 연구로
Bercero(2020)는 규범에 기초해 국제통상질서를 제공해온 WTO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WTO의 기능 회복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Bercero
는 21세기 변화된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WTO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협상기능의 회복, 분쟁해결기능의 개선과 회복, 회
원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정
책 강화를 주문하였다. 또한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시장접근 수준을 차등화하
고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특별대우의 유연성을 높여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해
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Hoekman and Sabel(2019)은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이 WTO의 기능 부진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증
가하는 지역 및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WTO가 제공하지 못한 무역환경의 변화
를 반영하고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개방형 복수국간협정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참여국간 공통
의 관심사를 규범으로 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Caporal et al.(2019)의 연구는 WTO의 구조적 위기를 분석하고 현 체제의
유지, WTO 체제의 폐기, 그리고 개혁이라는 3가지 WTO 체제 개혁 시나리오
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WTO가 협상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양자·지역 자유무역협정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WTO 다자체제의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었으며, 2019년 상소기능 마비로 WTO는 회원국들이 그 본질적
인 기능에조차 의문을 갖는 상황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그들은
WTO가 처한 상황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가장 바람직한 결과로서
체제개혁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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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미국의 WTO 체제 변화에 대한 의사가 중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선 연구와 같이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위
해 WTO 개혁의 동력을 복수국간협정에서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Elliott(2020)은 현재 WTO가 처한 상황에서 개혁을 위해 미국에 의존
하기보다 WTO 체제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이 책임감을 가
지고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협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
해서는 무역원활화협정과 같이 무역의 기본을 다루면서도 개도국 우대 없이 모
든 회원국이 동일하게 기여하는 형식의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투명성 강화, 예측가능성, 무차별주의와 같은 WTO의 핵심 원칙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록 경제적으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회원국간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협상을 통해 WTO 개혁을 위
한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Evenett and Fritz(2019)가 수행한 WTO 개혁 연구에서는 미·중 간 무역
갈등과 보호주의의 심화 속에서 WTO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협상기능의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핵심집단(Critical Mass)’ 형성을 통해 복
수국간협정을 발효시키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핵심집단 형성을 위하
여 각국의 이해를 조사하여 발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별
Critical Mass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세계 교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
가조합이 발효 가능한 분야로 운송기구, 섬유, 일반기계, 특수기계 등을 제시하
였다. 이에 따라 WTO의 협상기능의 회복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유럽, 미국 등이 시장개방을 통해 동시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2) WTO의 이행 및 무역정책 감시기능
WTO 다자체제의 이행, 무역정책검토 및 감시에 관한 국내 문헌은 거의 없
다. 해외 문헌으로 Edwards(2019)는 WTO와 IMF가 수행해온 감시기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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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분석하여 수행 방식에 따라 성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Edwards는 WTO의 무역정책검토가 IMF에 비해 지정학적으로 편
향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고 IMF의 감시는 WTO와 달리 외부 인사를 활용하
면서 불평등이나 젠더,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이슈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두 기관의 보고서는 모두 정부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서는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감시 결
과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Zahrnt(2009)는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의 감시 성과를 부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다. 무역정책의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검토 결
과가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해 실효적이지 않다는 점, 정책 분석이 약하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무역정책검토는 최종적으로 국내 정책에 영향을 주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검토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이고, 검토보고
서 작성 시(무역과 후생효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정형화된 분석도구를 사용
하여 국가간 연도별 비교가 가능토록 하며, 세계은행(WB)에서처럼 경험 있는
연구자를 고용해 2년 임기로 평가 작업에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Karlas and Parizek(2019)은 1995~2014년 사이의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WTO 회원국이 무역정책검토 회의에 최소
1회 이상 참석한 비율(서면 및 구두질의 포함)이 20년 사이 40%에서 75%로
증가했으며, 개별 회의 참석률도 1995년에 10%에서 2014년에 20%로 증가했
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보다 효과적인 무역정책검토를 위해서 회원국간 논의가
좀 더 비판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Matsushita(2014)는 WTO 내에서 QUAD가 지고 BRICS가 뜨면서
힘의 균형이 깨졌고, 이로 인해 WTO가 새로운 무역규범을 협상하는 데 난항
을 겪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FTA, RTA, mega FTA 등 지역주의가 다자주
의를 대신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역협정은 지역과 참가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Matsushita(201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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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TPRM과 지역무역협정위원회를 통해 FTA 등 지역무역협정간의 규율
을 조율하고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분쟁해결제도 등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한 최근의 국내문헌은 이재민(2019)이 대표적이
다. 이재민(2019)은 WTO 개혁 이슈 중 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해 2000년
대 분쟁해결제도검토(DSU Review)에서의 개선 논의부터 2019년 12월 상소
기구 기능 정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분쟁해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2006~11년 WTO 협상에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를 연대기적으로 분
석하였으며, 상소기구 결정기한, 상소기구 위원임기, 심리 범위, 권고적 의견,
선례 구속 등 2017년 이래 미국이 지적해온 사안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향후 WTO 분
쟁해결제도의 개정 방향으로 ① 상소기구의 권한 축소 ② 분쟁당사국의 통제권
한 강화 ③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시 상소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여 본 연구에도
도움이 되었다.
외국의 문헌으로 Schott and Jung(2019)은 WTO 분쟁해결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미국의 동 제도 이용 현황(미국의 WTO 분쟁 승패 현황 포함)을 소개하
고, 미국이 특히 상소기구에 대해 제기해온 문제를 식별․평가하였다. 이후 미국
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chott and Jung(2019)은 특정 분쟁
에서 문제된 WTO 조항의 의미가 모호할 경우 상소기구가 해당 건을 주무
WTO 위원회로 환송(remand)하는 한편 엄격한 시간제한을 신설할 것을 제안
하였다. 아울러 무역구제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상소제도를 ‘한시적으로’ 중지
시킴으로써 미국이 상소제도 전반의 운영에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고 제안
한 Jennifer Hillman(2018)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다만 미국이 이전 GATT
시절의 분쟁해결제도로 회귀할 것만을 고집한다면 상기 제안 역시 성공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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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Schneider-Petsinger(2020)는 현 상소기구 기능 정지가 근본적으로 변화
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적합한 무역규범을 제정하지 못한 협상기능의 마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WTO는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범 정립
과, 국영기업과 산업보조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투입하는 보조금 문제 역시 다뤄
야 할 중요 이슈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단으로서 역시 복수
국간 협상을 제시하고 있다.
Zimmermann(2006)은 분쟁해결제도검토에서 1998~2004년 동안 제
기되어온 회원국 제안서를 확인하여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개선안들이 왜 채
택되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① DSU 개정에 전
회원국의 컨센서스가 요구된다는 점 ② 이슈별로, 또는 권력지향적(Power
Orientation) 입장과 규범지향적(Rule Orientation) 입장을 두고 회원국 사
이에 이견이 크다는 점 ③ 현재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한 개선 협상으로 반덤핑
등 WTO의 다른 규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협상이라는 점 ④ 일부 비판적인
입장을 제외하고 대다수 회원국들이 WTO 분쟁해결제도에 전반적으로 만족하
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그는 실무 차원에서는 사실상 DSU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실무적 개선요소가 향후 우선적으로 성문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4)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
글로벌 무역구조의 서비스화와 관련된 기존 문헌으로는 WTO(2019b)가 대
표적이다. WTO는 글로벌 무역이 기존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
고 있음을 제시하고 향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으로 서
비스 무역이 더욱 더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인
구구조의 변화가 미래의 서비스 수요 및 서비스 전문화의 패턴에 큰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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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하면서 부가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으로도 2040년에는 서비
스 무역이 전체 무역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관해서는 World Bank(2019)의 연구가 중요하
다. World Bank(2019)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GVC가 둔화되
었고 ① 세계 각국이 원자재, 단순 제조, 첨단제조 및 서비스, 혁신 활동 등 다
양한 형태로 GVC에 참여해왔으며 ② GVC 무역은 특히 일부 지역(동아시아,
유럽, 북미)과 산업(전기, 기계, 수송장비), 기업(다국적기업)에 국한되는 특성
을 가지고 있고 ③ 가치사슬이 복잡해질수록 지역화가 강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WTO(2019a)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17년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
지 못했는데, 이는 주로 중상위 수준 임금 국가의 참여도가 하락함에 따른 결과
로 설명하고 있다. 지역화의 정도는 2000년에는 유럽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북미, 아시아 순이었는데 2017년에는 유럽, 아시아, 북미 순으로 바뀌었으며,
유럽과 북미는 지역화 정도가 줄고 세계와의 연계가 강화된 데 반해 아시아는
역내 연계가 강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시아의 지역성이 강
화된 것은 역내의 복잡한 GVC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그런가 하면 Baldwin(2014)은 과거와 달리 현재의 세계 무역은 글로벌 가
치사슬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WTO 다자주의체제에서 이와 관련된 국제규범
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계가 분열되면서 지역협정에 가입하지 못한 국가가 무역에서 배제되는 상황
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국제무역 거버넌스(global trade governance)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 본 연구의 기여 및 차별성
본 연구의 기여이자 기존 국내외 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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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본 연구는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협상, 이행․감시 및 무
역정책검토, 분쟁해결 등 소위 WTO의 3대 핵심기능에 맞추어 이를 종합적으
로 연계 분석하고 있다. 즉 WTO 3대 기능이 왜 구조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향
후 어떠한 변화를 겪을지 전망하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이 점은 이전의 국내외 연구들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는 대부분 WTO 다자체제의 문제를 분석할 때 협상이
나 분쟁해결 등 특정 기능에 한정해서 연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본 연구와 같
이 핵심기능의 유기적 관계까지 고려하여 WTO 3대 기능 전체를 종합적 시각
으로 고찰한 연구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WTO 출범 10주
년 또는 20주년 등에 맞추어 WTO가 발주한 WTO 자체평가는 있으나 그 대부
분은 원칙적 연구로서 대안 마련의 구체성은 떨어진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주
요 기능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체계적으
로 고찰하고 있다.
둘째, WTO의 무역정책검토 및 감시기능에 대한 기존 국내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국내 연구이
다. 특히 WTO 무역정책검토제도는 연구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원국의 무역정책제도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무
역정책검토의 출발부터 최근 자료까지를 망라하고 실제 무역정책검토를 수행
하는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할 뿐 아니라, WTO 다자제체의 개혁 차원에
서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와 차별된다.
셋째,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도 DDA 출범 당시의 논의부터 최근
상소기능 정지까지 핵심 이슈를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특히 향후 WTO 분쟁해
결기능의 변화 전망과 함께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를 우리나라의 시각
에서 접근, 분석하고 그 대응 방향을 제시한 점도 이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
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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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글로벌 무역환경 및 무역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시각에서
WTO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
격화된 신보호주의의 만연 및 미·중 간 무역분쟁과 같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를 고려하는 한편, 국제무역의 서비스화와 GVC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WTO
다자체제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다자협
상 대응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점은 본 연구만이 갖는 정책적 기여이자 기존 연
구와의 차이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별우대 원용 중단 결정에 따라
WTO 협상에서 변화된 입지를 고려하여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도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개최될 WTO 제12차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예상
되는 주요 의제별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의제별로 쟁점과 주요국의 입
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내 여건을 감안한 협상대응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점
은 정책연구로서의 실용성 측면에서 여타 연구와 차별될 수 있는 본 연구만의
기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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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이 장에서는 WTO 다자체제의 주요 기능을 알아보고 WTO 다자무역체제가
현재와 같은 구조적 위기에 빠진 원인을 3대 핵심기능별로 검토, 분석한다. 이
후 이러한 WTO의 구조적 위기가 우리나라 다자협상 대응 방향 수립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1. WTO의 주요 기능
가. 무역규범 제정을 위한 협상기능
WTO는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1995년 창립 이후 지
금까지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WTO의 대표적 기능
으로 회원국이 모여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또는 문제가 되
는 무역규범을 적절히 수정․개정하는 기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WTO
를 흔히 협상의 장(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WTO에서의 협상은 대개 무역을 자유화하는 시장개방 협상을 의미한다. 관
세 감축과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해 무역을 보다 자유화함으로써 회원국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WTO의 대원칙 중 하나이다. 협상 결과는 최종적으
로 해당 국제교역을 규율하는 무역규범이 된다. 따라서 협상 결과는 법률적 검
토 과정을 거쳐 법률 형식으로 조문화된다. WTO의 조문화된 통상규범으로 대
표적인 것이 상품무역에 관한 무역규범(GATT), 서비스 무역에 관한 무역규범
(GATS), 지재권에 관한 규범(TRIPS)이다. 한편 협상 결과인 회원국의 시장개
방 약속은 부속서 형태로 WTO 무역규범의 일부가 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예는 다자무역(자유화)협상 또는 라운드이다.
다자무역협상은 GATT 시절에 총 8차례가 있었으며,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DDA는 WTO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무역협상이다. GATT 창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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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다자무역협상은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초기의 다자무역협상
은 주로 관세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점차 의제가 확대되면서 1970년
대 도쿄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반덤핑 등 무역규범까지 협상에 포
함되었다. 1986년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UR)는 지금까지 정치적 이유로 협
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업은 물론 새롭게 중요성이 커진 서비스와 지재권까지 의
제에 포함시켜 합의를 도출해낸 포괄적인 무역자유화협상이었다. 이를 통해
GATT를 대체하여 WTO가 출범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WTO에는 다자무역협상 이외에도 복수국간협상에 의한 별도의 무역규범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항공기협정과 정부조달협정이다.7) 이 협정은 도

표 2-1. GATT/WTO의 다자무역(자유화)협상
연도
1947
1949
1951
1956

이름
제1차 다자무역협상
(제네바, 스위스)
제2차 다자무역협상
(앙시, 프랑스)
제3차 다자무역협상
(토케이, 영국)
제4차 다자무역협상
(제네바, 스위스)

주요 의제

참여국 수

관세

23

관세

13

관세

38

관세

26
26

1960~61

딜론라운드

관세

1964~67

케네디라운드

관세 및 반덤핑

62

1973~79

도쿄라운드

관세, 비관세, 협정문의 구조 등

102

1986~94

우루과이라운드

2001~

도하개발어젠더

관세, 비관세, 규범, 서비스, 지재권,
분쟁해결, 섬유, 농업, WTO 설립 등
관세, 비관세, 규범, 서비스, 지재권
무역원활화, 농업, 개발

123
164

자료: WTO, “Understanding the WTO: The GATT Years: From Havana to Marrakes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6). 단 도하개발어젠더 내용은 저자 작성.

7) 그 외 낙농품 및 쇠고기 협정이 있으나 보다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WTO 농업협정과 위생검역협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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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라운드에서 특정국만 서명하고 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협정이었
는데, UR을 통해 다자화하는 데 실패하여 WTO 체제 안에서 복수국간협정으
로 남게 되었다. 한편 WTO 회원국 전체가 아닌, 관심 있는 회원국만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DDA 밖에서 진행되는 서비스복
수국간협상(TiSA)이 있으며, 전자상거래협상도 회원국의 관심이 많은 복수국
간협상이다.

나. 무역규범의 집행과 감시기능
WTO의 둘째 기능은 회원국이 합의된 무역규범 또는 약속한 시장개방을 적
절히 준수(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WTO 무역규범 이행기능이다. 앞서
언급한 협상을 통한 무역규범 제정기능을 입법기능으로 본다면, 무역규범의 이
행은 행정적 집행기능으로 볼 수 있다.
WTO는 무역규범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집행기구를 운영하
고 있다. WTO 최고 의사결정체인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밑에
일반이사회(GC: General Council) 및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Trade
Policy Review Body)와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가
있다. 일반이사회 아래 상품이사회(CTG: Council for Trade in Goods), 서
비스이사회(CT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 지재권이사회(CTRIPS: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있다. 이외에 WTO는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WTO 무역규범이 적절히 이행되
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그림 2-1 참고). 한편 DDA와 같은 다자무역협상은
협상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총괄하고 있으며, 무역협상위원회는 일반이사회의 아래에 놓
이며, WTO 사무총장이 무역협상위원회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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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WTO의 구조

자료: WTO, “WTO Organization Cha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6).

다. 무역정책 검토기능
WTO의 셋째 중요 기능은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감시․검토하는 기
능이다. WTO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회원국을 분류한 다음, 정
기적으로 그들의 무역정책이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며 다른 회원국의 무역을 저해
하지 않는지 검토한다.8) WTO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정책검토기구
(TPRB)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TPRB에는 WTO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다.
무역정책검토의 기원은 UR로 올라간다. 1988년 1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UR 중간평가 각료회의에서 무역정책검토의 도입이 합의되었으며, 같은 해
8) 마라케시 의정서 부록 3에 따르면 WTO는 모든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세계 무역에
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가장 비중이 큰 4개의 국가(현재는 EU, 미국, 일본, 중국)는 매 2년마다, 그
다음 비중이 큰 16개국은 매 4년마다, 그리고 나머지 회원국은 6년마다 WTO의 무역정책검토를 받는
다. 단 LDC 회원국에게는 6년 이상의 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2017년 7월 부록3에 대한 개정에 따라 검
토 주기가 각각 3년, 5년, 7년으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WTO, “Overseeing
national trade policies: The TPR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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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정책검토의 즉각 이행이 결정되었다. 이후 무역정
책검토는 UR 종료와 함께 WTO 출범 의정서인 마라케시 선언에 부속서로 편
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무역정책검토제도의 핵심 목표는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
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다자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는 곧 다자무역체제의 원
활한 작동과도 직결된다. 아울러 회원국 무역정책에 대한 다자토론과 평가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책 권고도 이루어진다. 특히 다른 회원국에
의한 동료평가(peer reviews)는 해당국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무역정책이나
관행을 WTO규범과 일치하게 만드는 동시에, 약속한 시장개방 의무를 준수하
도록 만드는 간접적인 압력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라. 무역분쟁 해결기능
WTO의 넷째 기능은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다. 앞의 둘째, 셋째 기능
을 행정집행기능으로 본다면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넷째 기능은 사법기능에 해
당한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양해(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에 규정되어 있
다. 이에 따르면 분쟁해결은 패널과 상소심의 2심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쟁
당사국간 사전협의(consultation)로 개시된다. 사전협의 과정에서 상호 원만
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패널(Panel)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DSU에 명시
된 기간과 절차에 따라 패널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 또는 판정을
이행한다. 패널심 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최대 9개월 이내)이며, 제출된 패
널보고서가 회원국 배포 이후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에 의해서 채택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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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패널심은 종결된다.
분쟁당사국(제소국과 피제소국)이 패널의 권고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소기구(AB: Appellate Body)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기구는 패널에서 다루
어진 법률 문제와 패널이 수행한 법률 해석에 국한하여 심의(review)하고, 패
널의 결과 및 결론을 확정, 수정, 파기할 수 있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패널까지 1년, 상소까지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그림 2-2 참고).

그림 2-2. 분쟁해결 소요 기간

자료: WTO, “A unique contribu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6).

마. 개도국의 무역능력 향상기능
WTO의 다섯째 기능은 개도국의 무역능력을 높여 다자무역체제 안에서 무
역 확대를 통해 그들의 경제발전을 돕는 것이다. WTO는 1970년대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를 GATT 규범으로 정식 도입한 이래 개도국에게는 선진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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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이행기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도국을 우대해왔다. DDA란 이름도 개도
국의 개발을 특별히 고려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와 같은 개도국 배려 정신은
DDA 각료선언의 기술협력과 능력 배양(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파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최근 들어 WTO는 개도국이 받는 무역자유화 혜택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WTO는 개도국에게 선진국의 시장개방 확대에 따
라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여 수출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능력 제고와 다
른 회원국과 무역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에 대처
하는 능력 배양 등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
가 WTO의 무역증대를 위한 지원(AfT: Aid for Trade)인데, 이는 특히 최빈
개도국(LDC)의 공급 능력과 무역 관련 인프라(예: 항만, 도로 등)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최빈)개도국을 위한 WTO의 기능은 WTO 발족 이후 개도 회원국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깊다. WTO 출범 당시 회원국은 128개국 이었으나 이후
2016년까지 36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WTO 가입국 수는 총 164개국
이다. GATT 시절 128개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국가는 북미의 미국
과 캐나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국가로 볼 수 있다.
이 국가들은 대략 25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WTO 출범 이후 가입한 36개
국은 대부분 개도국이다. 최근 개도국 우대조치의 이용 중단을 선언한 고소득
개도국을 선진국에 포함시켜도 WTO 회원국 중 개도국은 130여 개로 그 비중
은 8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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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WTO 회원국 수의 변화(1948~2020년)

자료: WTO, “The 128 countries that had signed GATT by 1994,” 온라인 자료; WTO, Members and Observer,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6)를 바탕으로 재구성.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가. WTO의 협상기능
1) DDA 및 여타 복수국간협상의 교착
무역규범 제정을 위한 협상의 장으로서 WTO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은 물론 그 존재 의의조차 논란
에 휩싸인 DDA다. DDA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WTO가 출범 이후 25년이 지
난 지금까지 회원국들이 제기한 다양한 요구와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절
히 대응해오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WTO 출범 이후 UR 협상 결과
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WTO 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협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분야에서의 협상 진전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무역이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재편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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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화·디지털화됨에 따라 무역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가 나타났지만, WTO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이른바‘적응의 위기
(adaptive crisis)’에 빠졌다.
WTO가 가지고 있는 협상기능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01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출범한 DDA가 그동안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중심으로 DDA
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DDA 흐름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합의도출 시도는 대부분 각료회의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WTO 출범 이후 시급히 해결해야 했던 이슈는 농업과 서비스였는데, 이는
두 의제가 UR 타결과 함께 그 다음으로 개시될 다자협상에서의 기설정의제
(built-in agenda)로 합의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
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위 ‘싱가포르 이슈
(Singapore Issues)’인 투자촉진,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제
고 등 4개 의제가 우선 채택되었다. 싱가포르 각료회의는 시장접근조건의 개선
을 중심으로 미국과 선진국이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는 실패로 막을 내렸
다. WTO 출범 이후 증가하는 국제교역에도 불구하고 반세계화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고,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EU, 일본, 한국 등 수입국의 반발, 시장접근
이슈에 대한 이견 등으로 협상은 중단되었다. 결국 시애틀 각료회의는 광범위
한 의제와 반자유무역주의 NGO의 격렬한 시위 등으로 수출입국간 이견만 확
인한 채 결렬되었다.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는 공고할 것만 같았던 미국 중심
의 세계무역질서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의 제4차 WTO 각료회의는 21세기 무역질서에 중
요한 기점으로 평가받는다. 15년 넘게 끌어온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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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UR 이후 공식적인 첫 뉴라운드로서 ‘도하개발어젠더’라는 다자무역자유
화협상을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도하 각료회의는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를 극복하고 새로운 다자협상의 서막을 알리는 회의로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싱가포르 이슈 등 주요 의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결
렬되었다. 특히 싱가포르 이슈는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논의가 중단
되었다. 칸쿤 각료회의 결렬 원인으로 농업, 싱가포르 이슈 등 주요 쟁점에 대
한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의견대립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이
때부터 다자체제로서의 WTO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다
양한 의제에 보다 복잡해진 참가국간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때 DDA의 성공적
타결에 대한 회의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DDA는 2005년 홍콩 각료회의를 거쳐 2006년에는 일시 중단되는 사
태를 거치며 2008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핵심 이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듯했으나 인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이후
2009년 말에는 제네바에서 특별한 내용 없이 형식적인 각료회의가 개최되었
다. 2011년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DDA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자 분야
별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복수국간협상 방식이 논의되었다.
이때 정부조달협정이 타결되었으며, 러시아의 WTO 가입이 이루어졌다.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는 신임 사무총
장으로 임명된 브라질의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ȇdo) 사무총장이
취임한 직후 3개월 만에 맞는 각료회의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한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발리 각료회의는 ‘무역원활화, 농업, 면화, 개발’ 등 주요 4개 분야에서
총 9개의 각료결정(‘발리 패키지’) 및 ‘수출경쟁’과 향후 DDA 작업계획
(working program) 수립에 대한 각료선언을 채택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2015년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는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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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greement) 확대협상이 타결되었다.9) 이에 따라 WTO 회원국
의 평균 MFN 실행관세율은 1995년 15%대에서 2017년 8% 수준으로 낮아졌
다. 또한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에 합의를 도출해 선진국은 즉시 철폐, 개도국
은 2018년 말까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철폐한다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나이
로비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간 추가적인 결렬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
및 임시봉합 성격의 회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0)
2017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11차 각료회의(MC11)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각료선언조차 채택되지 못한 실패한 회의로 평가된
다. 또한 이를 계기로 WTO 다자체제의 위기가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차 각료회의로 인해 DDA는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로 모든 각료합의 문서에서
DDA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미국이 “더 이상
DDA는 없다”라는 평소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각료회의에서 나온 문서는 평소 미국이 주장한 내용 그대로였다는 점에
서 WTO 다자체제에서 미국의 힘과 위치가 재확인되는 회의였다.11)
DDA는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둔 현재까지 일부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
나 전반적으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UN의 지속가능목표 중
에서 해양자원의 보전을 위해 출범한 수산보조금은 가장 타결에 근접한 분야이
다. 이에 수산보조금에서의 합의 도출 여부가 WTO 다자체제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만약 다자체제 아래에서 각국이 오랫동안 노
력을 기울여온 수산보조금마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WTO의 협상기능은
그야말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9) 정보기술협정(ITA)협상은 정보통신 분야 상품의 무세화를 목표로 지난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
에서 시작되어 2015년 타결되었다.
10) 서진교, 이효영(2016), p. 2.
11) 서진교 외(2018b),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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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WTO 출범 이후의 각료회의와 주요 논의 내용
순차

기간

장소

주요 내용
- WTO 출범 이후 최초의 각료회의

1

’96. 12. 9~12. 13

싱가포르

- ITA 협정 타결
-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LDC 지원

2

’98. 5. 18~5. 20

스위스 제네바

3

’99. 11. 30~12. 3

미국 시애틀

4

’01. 11. 9~11. 13

카타르 도하

5

’03. 9. 10~9. 14

멕시코 칸쿤

- 차기 협상의 범위, 방식 및 일정 논의,
전자상거래 포함
- 복잡한 의제 및 포괄적인 협상 범위로 인해
회원국간 첨예한 입장 대립, 결국 회의 결렬
- DDA 공식 출범
- 지재권, 공중보건, 중국 및 대만의 WTO 가입
-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으로 결렬
-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개발, 무역원활화,

6

’05. 12. 13~12. 18

홍콩

7

’09. 11. 30~12. 2

스위스 제네바

8

’11. 12. 15~12. 17

스위스 제네바

개도국 개발이 주요 의제로 부분적 성과
- DDA 협상 타결 목표 확인(형식적 개최)
- 최빈개도국 융통성 부여, 러시아의 WTO 가입,
DDA 교착 타개를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 모색
(복수국간협상 대두)

9

’13. 12. 3~12. 6

인도네시아 발리

- 발리패키지 채택, 수출 경쟁 이슈, 무역원활화
협정 타결
-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실질적

10

’15. 12. 15~12. 18

케냐 나이로비

성과 없이 종료
- 발리패키지 재확인, 정보통신협정(ITA),
농산물 수출보조 폐지 등
- 각료선언문 채택조차 실패

11

’17. 12. 10~12. 1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지재권 소규모 경제에
대한 각료 결정문 채택(ministerial decision)
- 미국과 인도/중국 간 입장차

12

’21. 11 예정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 수산물, 전자상거래, 농업보조금, DSU
WTO 개혁, 개도국지위 등

자료: Wikipedia, “Ministerail Conference”; WTO의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7)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WTO 안에는 DDA라는 다자무역(자유화)협상 이외도 무역자유화를 추구하
는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복수국간협상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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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이 모여 합의를 도출하는 다자협상과 달리 해당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회원국끼리만의 협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복수국간협상으로
서비스복수국간협상(TiSA: Trade in Service Agreement)과 환경상품협상
(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s)이 있다.
서비스복수국간협상은 DDA 서비스협상의 진전이 어려워지자 2013년 4월
에 미국과 호주의 주장으로 개시된 복수국간협상이다. 따라서 DDA 밖에서, 그
러나 WTO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 무역자유화 협상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EU 등 선진국 위주로 23개 WTO 회원국이12)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협상 참가 23개국이 세계 서비스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신흥국인 브라질, 중국, 인도는 서비스복수국간협상에 참여
하고 있지 않다.
TiSA의 주요 논의 내용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의 승인,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서비스 전문인력의 국경간 이동 등으로, 서비스 시장 개
방 및 규범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 말까지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
어졌으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TiSA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환경상품협상은 2014년 7월 일부 WTO 회원국에 의해 공식 개시되었으
며, 환경 관련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
다. 현재 18개 WTO 회원국13)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협상은 대상이 되
는 환경상품의 목록을 확정하고 이후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환경상품의 범위를 놓고 환경산업 강국인 선진국
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협상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이 트럼프 행정
12) 호주, 캐나다, 칠레, 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EU,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리히텐
슈타인, 모리셔스,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스위스, 터키, 미국. EC,
“Trade in Services Agreement(TiS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7).
13) 호주, 캐나다, 중국, 코스타리카, EU,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
가포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대만, 터키, 미국 등 18개 경제권. WTO,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EG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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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출범 이후 힘의 논리가 직접 작용하는 양자무역협상에 주력하면서 서비스
복수국간협상과 마찬가지로 환경상품복수국간협상도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
져 있다.

2) 위기의 원인
WTO 다자체제의 협상기능에 대한 회의론은 사실 DDA가 매듭지어지지 않
은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제기되어온 문제 중 하나였다. 특히 WTO가 정보기
술협정(ITA) 확대협상의 타결, 무역원활화 다자협정의 도출, 정부조달협정의
발효 등 일부 복수국간협상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DDA에서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에는 WTO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부족(Adaptive Crisis)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 무역, 신흥
국의 등장, 환경 문제 등 21세기에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 국제무역의 변화
와 다양하게 얽힌 주요국간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WTO는 사실상 전혀 기
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협상기능이 위기에 봉착한 근본 원인은 WTO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WTO 내부적으로는 다자협상에서의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의사결정 및 합의 도출 방식 자체의 한계를 들 수 있으며, WTO 외부적으로 그
동안 세계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하면서 다자협상을 주도해온 미국 등 선진국의
리더십 부재와 중국 등 개도국의 부상, 그리고 DDA 출범 이후 급격히 변화한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 WTO 내부적 원인: 제도의 한계
(1) 의사결정 방식 및 합의 도출의 비효율성
컨센서스(consensus)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의 한계
협상 참가국의 컨센서스에 따르는 WTO의 의사결정 방식의 비효율성은 그
동안 WTO의 협상기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내부 원인 중 하나로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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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어왔다.14) 컨센서스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회원국 중 어느 회원국이라도
공식적으로 명백한 반대를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회원국이 불참한 경우
는 반대가 아닌 찬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컨센서스 방식은 이론적으로 어느 국가든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강대국들이 합의한 사안을 약소국이 반대하기가 현
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반대로 약소국들이 합의한 사안이라도 강대국들이 반대
하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합의 도출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상 강대국의 비토(veto)권을 인정하고 있는 WTO 의사결정 방식은 GATT
초기 체약국간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
동안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TO 대부분 협상에서 핵심 의사결정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WTO 체제도 투표를 통해 다수결에 의한 의사를 결정하는 투표제가 도입되
어 있다. 어떤 안건을 처리하려면 먼저 컨센서스 방식을 시도하고 컨센서스가
도출되지 못할 때는 투표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15) 그러나 지
금까지 WTO의 주요한 사안이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예는 없다. 따라
서 투표제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컨센서스 방식의 이러한 의사결정은 복잡한 다자협상에서 합의 도출을 어렵
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강대국간 이해가 갈리는 의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컨센서스 때문에 합의 도출이 쉬워지는 경우도 있다. 강대국간 합의만 이
루어지면 사실상 다른 회원국들은 합의된 결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협상 타
결이 그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DA 전 기간에 걸
쳐 실제 나타난 결과는 핵심 쟁점 대부분에 대해 미국과 다른 회원국 또는 미국
과 중국, 또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들이 서로 대립
14) 이효영(2018), p. 5; 서진교 외(2018a), p. 51.
15) WTO 설립협정(WTO,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제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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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강대국들이 서로 대립하는 구조 아래서 컨센서
스 방식의 의사결정은 협상 진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WTO
협상기능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다.

일괄타결 방식
일괄타결 방식(Single Undertaking)은 우루과이라운드부터 도입된 패키지
식 합의 도출 방식이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때
특정 한 분야에서의 합의 도출과 전체 협상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라면,
즉 어떤 한 분야의 협상 타결이 전체 협상의 타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전체
협상의 진전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농업협상만 원하는 방향으로 타결되면 된다. 굳이 다른 분야의 협상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고, 결국 전체 협상 타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한편
농업에서는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공산품이나 서비스에서 이익을 보아 전체적
으로 이익과 손해가 균형을 이루어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
러 분야의 협상이 동시에 추진되는 다자무역협상에서는 관습적으로 일괄타결
합의 도출 방식이 도입되곤 하였다. 이러한 일괄타결은 회원국 모두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자무역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괄타결 방식도 어쩔 수 없이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 분야
의 협상을 동시에 생각하며 전체 협상의 이해관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자연
히 과정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협상타결 과정을 연립방정식마냥 풀어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 아울러 어떤 특정 협상의 진전이 늦어지면 다른 분야 협상
의 진행에 나쁜 영향을 주어 협상 진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 어떤 한 분야 협상
이 타결되었다고 해서 전체 협상이 타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특정
분야의 협상 교착이 전체 협상 진전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회원국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회원국들의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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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서 조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또한 한 협상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진 합
의에 이의를 제기(hostage-taking)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
한다.16)
2013년 발리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이 합의되고, 2015년 나이로
비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일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괄타결 원칙을 고집하지 않은 채 조기수확(Early
Harvest)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2)회원국 수의 증가
개도 회원국 수의 증가
WTO 출범 당시 128개국이었던 회원국은17) 2020년 현재 총 164개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WTO 출범 이후 신규 가입국들은 사실상 모두 개도국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WTO 회원국 중 (최빈)개도국의 비중은 80%를 넘
어섰다. 회원국 수 증가는 회원국간 이해관계 조정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어려
워졌음을 의미한다.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 여건의 스펙트럼이 넓어짐에 따라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으며, 이에 따라 개별 회원국의 다양
한 이해관계를 조정, 반영한 타협안 도출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과거
GATT 시절 다자무역협상의 협상기간과 참가국 수를 보면 참가국 수의 증가에
따라 협상타결까지의 기간이 급속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18)
16) 이효영(2018), p. 7.
17) 1994년 말 기준으로 GATT 체약국과 WTO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WTO, “The
128 countries that had signed GATT by 199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6).
18) GATT 발족 당시인 1947년 1차 제네바라운드에 참가한 체약국은 23개국이었으며, 5차 딜런라운드
까지 다자무역협상 참가국 수는 40개국 미만이었고 협상은 대개 1년 안에 종결되었다. 그러나 케네디
라운드부터 의제가 확대되면서 참가국 수도 63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타결까지 37개월이 소요되었다.
도쿄라운드(102개국)는 최종 타결까지 74개월이 걸렸으며, 우루과이라운드(123개국)는 출범부터 타
결까지 87개월이 소요되었다. 164개국이 참가하는 DDA 협상은 19년을 넘기고 있다. WTO,
“Understanding the WTO: The GATT Years: From Havana to Marrakesh,”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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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GATT/WTO 다자무역협상의 기간 및 참여 회원국 수

자료: WIKIPEDIA,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7)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특히 WTO 출범 이후 구공산권 국가들이 WTO에 대거 가입함에 따라 회원
국간의 이질성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WTO에서의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체제전환 회원국은 자국의 경제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존 회원국과는 관심과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회원국 수의 증가는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과 맞물려
WTO 협상에서 합의 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다수의 개도국들이
컨센서스 방식의 의사결정이 강대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이에 맞서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시키기 위해 그룹화(grouping)를 시도하였기 때문이
다.19) 대표적인 예가 G90이다. G90은 아프리카의 WTO 회원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국가(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의 최빈개도국이 모인 그룹으로 72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72개 회원국이 모
19) WTO 내에서의 주요 그룹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WTO, “Groups in the negotiations,”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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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그룹의 대표로서 주요 이슈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의사
표명을 요청할 경우 강대국이라도 그들의 단합된 요구나 의사를 무시할 수 없
다. 결국 그만큼 회원국간 컨센서스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과거와 같이 주요 선진국만의 합의로 다자협상이 진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
운 상황이 되었다.

표 2-3. WTO 협상에서의 대표 그룹
그룹명

주요 관심

소속 국가 수

ACP

농업에서 특혜 마진 감소

WTO 회원국 62개국

아프리카 그룹

모든 분야

아프리카 43개 WTO 회원국

아시아 개도국

개도국 이슈

아시아 31개 WTO 회원국

G90(아프리카그룹+ACP+LDC)

모든 분야

WTO 회원국 72개국

최빈개도국(LDCs)

모든 분야에서 LDC 특혜

WTO 회원국 36개국

소규모취약국(SVEs)

모든 분야에서 SVE 특혜

WTO 회원국 26개국

케언스그룹(Cairns)

농산물 무역자유화

WTO 회원국 19개국

G10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WTO 회원국 9개국

G20

선진국의 과감한 농업개혁

WTO 회원국 23개국

G33

농업 특별품목 주장

WTO 회원국 47개국

Cotton-4

면화 보조금 및 관세 철폐

WTO 회원국 5개국

NAMA-11

NAMA에서 융통성 허용

WTO 회원국 10개국

Friends of Fish(FoFs)

수산보조금 대폭 감축

WTO 회원국 11개국

Friends of AD negotiations

반덤핑 규제

WTO 회원국 15개국

Friends of Ambition

NAMA에서 최대 관세감축

WTO 회원국 34개국

자료: WTO, “Groups in the Negoti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7).

개발 의제의 도입(과도한 개도국 우대,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다른 한편 WTO의 협상기능이 손상된 이유로 다자무역협상의 본질이 변했
다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의 다자무역협상은 그 핵심이 상업적 이익을 토대
로 상호주의에 의한 주고받기식 협상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DDA부터는 개
발의제가 도입되면서 DDA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주

62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장이 선진국을 제외한 개도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결국 DDA는 개도국
에 대한 개발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한편 전 협상 분야에서 개도국우대가
주요 의제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WTO 협상이 시장경제에 기초한 무역자유화․시장개
방 협상이 아닌 개도국의 빈곤과 개발을 다루고 그들의 산업발전을 돕는 방향
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개발의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개도국들도
개발의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선진국들을 비난하며 여타 협상 분야에 무관심
으로 대응해 협상 진전의 모멘텀은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
다른 한편 개발의제의 도입으로 인해 개도국들이 선진국으로부터 과도한 우
대조치를 기대하게 되었고, 개발의제 도입 자체에 불만이 많았던 선진국들의
생각 차이가 협상에서 표출되면서 서로의 기대와 눈높이가 다른 선진국과 개도
국 간 근본적인 대립 구도는 더욱 심화되었다.20)

나) WTO 외부적 원인: 국제 리더십의 부재
(1) 미국의 패권 약화와 중국의 부상
WTO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 회원국의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감축을 통해 국제무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인 행동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다.21) 이 과정에서 미국은 주요한 이슈를 선점하고, 모든 협상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자기희생적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및 이를 위
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점차 약해졌다.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추
구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공공재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점차 축소하기 시작하였
다. 급기야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외정책

20) 순수 무역이슈 외에 다양한 협상의제의 도입으로 인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구조는 서진교 외(2007)
의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제5장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1) WTO 설립협정 제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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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고, 이를 그동안 다져진 전통적 우방이나 동맹과의 관계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를 제패해온 미국의 국력 저하와 함께 중
국의 부상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한 중국이 점차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면서 양국의 대결은 무역
갈등을 넘어 차세대 패권경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의 GDP는 2019년 21조
4,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24.4%를 점유하여 세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
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GDP 증가세가 거세다. 중국의 GDP는 1995년
7,000억 달러(미국 GDP의 9.6%)였던 것이 2019년 14조 3,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16.4%를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2010년 이후 일본을 제치고 세
계 2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미국 GDP의 67%에 이르고 있으며, EU 28개국
전체 GDP 15조 6,000억 달러에 바짝 다가가 있다.

그림 2-5. 주요국(경제)의 명목 GDP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Worldbank Database,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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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미국의 GDP 대비 중국과 일본 GDP 비중

자료: Worldbank Database,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0. 11. 17).

세계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중국의 상품수출액은
2006년 1조 2,200억 달러로 1조 1,500억 달러의 미국을 넘어섰으며, 2019년
은 2조 5,000억 달러로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에 달한다(미국
은 1조 6,000억 달러로 8.7% 점유). 상품수입을 함께 고려한 상품무역액을 보
더라도 중국의 상품무역액은 2013년 4조 1,600억 달러로 미국의 3조 9,100
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이후 격차는 더 벌어져 2019년 중국의 무역액은 4조
5,800억 달러인 반면 미국은 4조 2,1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22)

22) KITA, “IMF 세계경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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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주요국의 상품수출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검색일: 2020. 11. 17).

그림 2-8. 주요국의 상품수출액 비중
(단위: %)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검색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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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러한 상대적인 국력 저하와 반대로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
되었음에도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리더십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WTO의
여러 시장개방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왔으며,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우선시하
면서 그동안 DDA 등 다자협상에서 자기희생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는 행동
을 보였다. 결국 과거 GATT 체제를 지배했던 미국, EU, 일본 및 캐나다로 대
표되는 4국체제(QUAD)가 중국, 인도 및 브라질 등의 부상으로 와해되고 소위
G5(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신흥개도국에게 역
할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 기존 개도국으로의 혜택에 집착하는
거대 신흥개도국 간 갈등 구조가 계속 굳어져왔고, 이것이 결국 WTO의 모든
협상에서 합의와 진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국제 무역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부족
WTO가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협상기능 저하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00년대 GVC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WTO 차원의 세
계적인 관세 인하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DDA의 교착으로 지역무역협정(RTA)
의 세계적 확산을 방조하였다. 특히 GVC가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면서 투자,
경쟁, 국경 내 장벽, 데이터 및 서비스의 이동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
고 있어 다자 차원에서 이를 적절히 규제할 규범이 필요했지만 WTO는 이러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별 회원국의 무역규범과
WTO 다자규범 사이에 이질성이 커지면서 회원국들의 WTO 다자협상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 WTO가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국제 무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낙후된 무역규범을 유지함으로써
무역갈등과 대립을 촉발시키고, 이는 다시 WTO 분쟁해결절차의 과부하로 연
결되어 WTO 다자체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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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TO의 무역규범 집행과 감시기능
WTO는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 평가하고 이를 회원국에 알
림으로써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을 감독․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
한 역할은 통보(notification)와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그리고 무역감시
보고서(trade monitoring report)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23) 통보는 회원국
이 자신의 무역제도와 관련 정책을 WTO에 보고하는 일종의 의무이다. 무역정
책검토는 해당 회원국과 WTO 사무국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행해지는 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리고 무역정책감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복원된 WTO 활동으로, 각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 제한적 조치를 파악하
여 그 동향을 회원국에게 보고․전파함으로써 보호주의조치 확산을 억제하는 기
능을 한다. 이하에서는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중심으로 그 취지와 성격, 실제 무
역정책검토의 과정과 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봄으로써 무역규범 집행과 감
시기구로서 WTO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그러한 위기가 발생했
는지를 고찰해 본다.

1) TPRM의 취지와 성격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는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함
으로써 직접적으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무역정책 및 관행이 WTO
규범에 합치되도록 하고, 간접적으로는 WTO 규범에 위배되는 수입제한적 조
치의 운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무역정책검토가 정착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그 취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무역정책검토는 1983년 당시 GATT 사무총장이었던 던켈(Arthur Dunkel)
총장의 주도적인 개입으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당시 세계는 1970년대 초 스

23) VanGrasstek(2013),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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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플래이션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보호주의 성향의 조치가 급증하
고 있었다.24) 던켈 총장은 정보공개에 따른 주변 집단이나 사회적 압력의 힘을
이용해 보호주의성향 조치의 세계적 확산을 저지하고자 무역정책검토제도 설
립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25)
VanGrasstek(2013)에 따르면 초기에 논의되던 무역정책검토는 국가 차원
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정 이슈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1986년
GATT 기능개선을 위한 협상(FOGS: Functioning Of the GATT System)에
서 감시의 성격과 방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무국이 주도하는 의무적인 조치
로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현황과 법, 제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무
역정책검토제도로 발전하였다.26)
이후 무역검토제도는 1988년 우루과이라운드의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의
승인을 거쳐 WTO 설립 마라케시 의정서의 부속서 3에 포함됨으로써 WTO의
3대 핵심기능으로 그 모습을 확정지었다. 마라케시 의정서에 명시된 무역정책
검토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무역정책검토제도는 회원국들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ⅰ) 투명성 증진과
ⅱ) 이해 제고를 통하여 회원국들이 복수국간협정을 포함한 다자무역협정하 제
반 규정과 약속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이 보다 원활히 작동
되게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e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is to contribute to improved adherence by all Members to rules,
disciplines and commitments made under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where applicable, the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hence to the smoother functio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y achieving greater transparency in, and
understanding of, the trade policies and practices of Members.”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부록3 A)

24) GATT(1985), p. 2.
25) VanGrasstek(2013), p. 281.
26) Ibid., p. 282.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 69

무역정책검토제도가 회원국으로 하여금 WTO 규범의 준수를 위한 제반 정
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중요한
특징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무역정책검토에서 공개된 자료는 이후 회원국
간 무역분쟁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마라케시 의정서 부속서 3은 “동
무역정책검토는 (회원국의 무역정책이나 관행이) WTO 규범에 부합하도록 강
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회원국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무역정책검토제도는
WTO 회원국 각자가 다른 회원국의 무역정책이나 제도, 관행 등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동시에 해당 제도나 정책 등이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이해
하여 WTO 규범에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준다. 이로써
WTO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도하지만, 이를 통해 특정 조치를
강제하거나 무역분쟁에 활용할 수는 없다.

2) TPRM의 실제 운용과 성과
회원국의 무역정책검토는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에 의해서 수행되며, 회원
국과 협력하여 해당국 무역정책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해당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WTO 사무국과 해당국 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성
하며, 작성된 보고서는 이후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논의의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무역정책검토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검토보고서 준비 및 작성
단계로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검토회의 개시 전까지를 말한다. 사무국은 해당
국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수집, 검토하고 그에 기초하여
해당국에 보낼 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국에 송부한다. 이후 사무국은 해당국을
방문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 이해관계자를 만나 그들과의 토론을 통해 해당국의
경제 및 제도,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검토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후 사무국은 독립적으로 해당국의 무역정책검토보고서를 작
성하고 이를 회원국에게 회람시킨다. 회람은 무역정책검토회의 개시 최소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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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원칙으로 한다.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심 회원국은 무역정책검토회의
개시 2주 전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한다. 사무국은 제출된 질의
서를 정리하여 검토회의 개시 1주일 전까지 다시 전 회원국에 배포한다.

표 2-4. TPR의 단계 및 소요 기간
단계
1
2
3
4
5
6

주요 내용

소요 기간

사무국의 사전연구 및 질의서 작성
해당국의 답변 제공
(관련 정부간행물 및 공시자료 제공)
답변에 기초하여 계획서 작성 및
2차 질의서 송부(해당국 방문 4주 이전에)

1~3주

해당국 정부 협조

3~4주

해당국 정부 협조

8주
5~10일

해당국 방문 및 토론, 정보수집

(1~2주)

사무국 검토보고서(안) 작성

비고

2차 질문에 대한 답변 및 토론

12~13주

해당국 정책보고서 준비
사무국 검토보고서(안)/해당국

2주

정책보고서 완료
사무국 검토보고서(안) 편집 및 번역

7

WTO 회원국 배포

5주

- 관심국 서면 질의서 제출
TPRB 회의(제네바)
8

공식 검토 과정

- 사무국 최종 검토보고서 배포

2일

- 해당국 정책보고서 배포
9

(사무국 보고서가 TPRB
회의에서 논의의 기초가 됨)

사무국의 회의록 및 최종 검토보고서 공표
- TPRB 의장의 기자회견
총

2주
34~39주

자료: Laird(1999), p. 748의 표 2를 번역하여 재인용.

둘째 단계는 무역정책검토회의 그 자체이다. 검토회의는 WTO 모든 회원국
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1년 임기의 TPRB 의장이 검토회의를 주관한다. 검토회
의는 해당국의 자체 정책보고서에 대한 발언 이후 토론국, 기타 선정된 국가의
검토 및 질의가 이어지며, 검토회의는 2일에 걸쳐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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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는 검토 결과의 배포단계이다. 사무국 검토보고서와 해당국의 정
책보고서는 검토회의 1일차 종료시점에 회원국에 배포된다. 2차 검토회의 직후
TPRB 의장이 관련 회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며, 이후 회원국들의 질의에 답변
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추후 서면답변 등을 포함한 회의록이 작성되고 온라인에
공개된다. 무역정책검토가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대략 9개월이 소요된다.
무역정책검토기구는 1989년 동 제도 첫 시행 이후 2019년 말까지 총 501번
의 무역정책을 검토했으며, 그중 389번의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WTO 164개 회원국 중 157개 회원국의 무역정책이 최소 한 번씩은 WTO의
검토를 거쳤다.27) 연평균 무역정책검토 횟수는 약 15회 정도이며, 무역정책검
토회의는 12회 정도 개최된다.

표 2-5. TPR의 실적(1989~2019년)
유럽/중동
알바니아 (2)
아르메니아(2)
오스트리아
바레인(3)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2)
EU (13)
핀란드
조지아(2)
헝가리 (2)
아이슬란드(5)
이스라엘(5)
요르단(2)
쿠웨이트(1)
리히텐슈타인(5)
몰도바(1)
몬테니그로(1)

아시아/태평양
호주(7)
방글라데시(5)
브루나이(3)
캄보디아(2)
중국(7)
피지(3)
홍콩(8)
인도(6)
인도네시아(6)
일본(13)
한국(7)
키르기즈(2)
라오스(1)
마카오(4)
말레이시아(7)
말다이브(3)
몽골(2)
미얀마(1)
네팔(2)

아프리카
앙골라(2)
베냉(4)
보스와나(4)
부르키나파소(4)
부룬디(3)
카보베르데(1)
카메룬(4)
중앙아프리카공화국(2)
차드(2)
콩고민주공화국(2)
콩고공화국(2)
코트디보아르(3)
지부티(2)
이집트(4)
에스와티니(4)
가봉(3)
감비아(3)
가나(4)
기니(4)

아메리카
안티아과(3)
아르헨티나(4)
바베이도스(3)
벨리이제(3)
볼리비아(4)
브라질(7)
캐나다(11)
칠레(5)
콜롬비아(5)
코스타리카(5)
도미니카(3)
도미니카공화국(4)
에콰도르(3)
엘살바도르(4)
그레나다(3)
과테말라(3)
구아나(3)
아이티(2)
온두라스(3)

27) 2019년 말 기준으로 36개 최빈개도국 중 33개 회원국에 대해 최소 1번 이상의 무역정책검토가 수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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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유럽/중동
북마케도니아(2)
노르웨이(7)
오만(2)
폴란드(2)
카타르(2)
루마니아(3)
러시아(1)
사우디(2)
슬로박(2)
슬로베니아
스웨덴(2)
스위스(7)
터키(6)
우크라이나(1)
UAE(3)

아시아/태평양
뉴질랜드(5)
파키스탄(4)
파푸아뉴기니(3)
필리핀(5)
사모아(1)
싱가포르(7)
솔로몬(3)
스리랑카(4)
대만(4)
태국(7)
통가(1)
바누아투(1)
베트남(1)

50 회원국(93검토)

32회원국(135 검토)

아프리카
기니비사우(2)
케냐(5)
레소토(4)
마다가스카르(3)
말라위(3)
마리(4)
모리타니(3)
모리셔스(4)
모로코(5)
모잠비크(3)
남미비아(4)
나이저(3)
나이지리아(5)
르완다(3)
세네갈(4)
시에라리온(2)
남아공(5)
탄자니아(4)
토고(4)
튀니지(3)
우간다(5)
잠비아(4)
짐바브웨(2)
42회원국(134검토)

아메리카
자메이카(4)
멕시코(6)
니카라과(3)
파나마(2)
파라과이(4)
페루(5)
세인트키츠네비스(3)
세인트루시아(3)
세인트 빈센트(3)
수리남(3)
트리니다드(4)
미국(14)
우루과이(5)
베네수엘라(2)

33회원국(139 검토)

주: ( ) 안의 숫자는 검토 횟수를 의미함.
자료: WTO, Report of the Trade Policy Review Body for 2019, WT/TPR/440/Corr.1 Annex 1.

3) TPRM에 대한 평가
무역정책검토제도는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WTO 모든 회원국에 대해 이루어
지는 정기적인 무역정책검토 및 사무국의 독립적인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평소
에 알기 어려웠던 회원국의 무역정책이나 제도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해당국의 무역정책과 제도에 대한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이해 수준을 높
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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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PRM을 통해 회원국 무역정책 및 제도, 관행을 WTO 규범과 일치
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TPRM이
‘(문제가 되는 정책의 변화를 위해) 압력을 가하기 위한 효율적인 포럼 ’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으며,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해당국 무역정책이
나 제도를 비판하는 기능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그것이다(Ghosh 2010; Zahrnt
2009). 물론 Karlas and Parizek(2019)는 특정 사안에 관해서만큼은 TPRM
이 나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28) 그러나 대체로 TPRM이 당초 기
대하였던 회원국의 정책 변화에는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히 TPRM은 세계 무역에서 비중이 큰 강대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
으며, 역으로 그러한 강대국의 국내 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29)
결국 TPRM이 회원국 각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
이고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는 했지만, 그 결과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 및 관행이 WTO 다자규범에 합치되도록 해당국의 국내 정책이나 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TPRM이 해당국에
게 직접 문제가 되는 정책을 개선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회원
국의 집단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그러한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TPRM
도입의 기본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 Zahrnt(2009)30)는 “TPRM의 주요 목적은 문제가 되는 무역정책이
28) 즉 Karlas and Parizek는 2013~14년 사이에 수행된 41개 무역정책검토에서 나타난 1,000여 개의
입장표명을 분석한 결과, 무역과 개발, 투자, TRIPS와 같은 분야에서는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발언이
대부분이었으나 공산품, 무역과 경쟁, 관세와 비관세장벽, 보조금과 일시적인 무역장벽에서의 발언은
중립적이었고, 농업과 기술 및 안전 기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여 특정 분야에서는 회원국에
게 적절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9) 물론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Edwards(2019)를 참고.
Edwards는 국제무역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국가들의 표본을 뽑아 사무국 검토보고서와 해당국
정책보고서의 차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이 비교적 높은 국가의 경우 두 개의 보고
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데 반해, 중위권 국가의 경우 두 개의 보고서 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
가 더 많았다. 즉 선진국들이 사무국의 보고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0) Zahrnt(200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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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있고, 이를 위해 사무국의 검토보고서가 보다 ‘분석
적인 세부작업(analytical grid)’에 기초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Edwards(2019)도 2006~16년 중국에 대해 수행된 5개 무역정책검토보고서
에 대한 미국의회의 반응을 분석했는데, 그는 “중국에 대한 WTO의 무역정책
검토보고서가 발간된 뒤 실제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미국 내 인사들에 의
해 대중 무역정책 입안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
렸다.31)
이는 WTO 무역정책검토제도가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지 몰라도, 보다
중요한 회원국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경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4) 구조적인 원인
(가) TPRM 자체의 非구속적 성격
TPRM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법적 구속
력 없다는 자체의 특성을 들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회원
국의 자발적 이행이 제도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TPRM 제정 당
시,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철
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32)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달리 현실에
서는 회원국간 무역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를 높이는 수준에만 머문
제도가 되었다. 특히 특정 회원국이 수입제한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무국의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그 존재를 확인하고 명시할 뿐이다. 해당 회원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국에게 이를 시정하라고 요
구할 수는 없다. 결국 TPRB 회의에서는 제한적인 비판적 평가만 가능하며 강
31) Edwards(2019), pp. 105-107.
32) VanGrasstek(2013),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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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국이 문제가 되는 정책이나 관행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WTO 규범에 일치하는 정책으로의 자발적인 변화로까
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나) 통보의무의 미준수
해당국 무역정책에 대한 정확한 통보가 효과적인 무역정책검토의 선제적 조
건일 것이다. WTO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무역정책검토나 감시는 어렵다. 무역조치에 대한 통보의무
는 1979년 도쿄라운드 때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때에는
이미 그 의무와 절차에 관해 회원국들의 지식과 경험이 상당히 축적된 상태였
다.3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여전히 회원국들의 통보의무 준수는 미흡한
실정이다.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늦어도 매년 6
월까지 자국의 보조금 조치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통보할 보조금 조
치가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34) 실제 통보 현황을 보
면 1995년 112개 회원국 중 84개 회원국이 보조금 통보 또는 해당 조치 없음
을 통보한 반면 28개 회원국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35) 2017년에는
164개 회원국 중에서 86개국이 보조금 조치 또는 조치 없음을 통보한 반면 78개
국은 여전히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36) 지난 20여 년간 WTO 회원국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 비중이 1995년
25%에서 2017년 48%로 늘었다.

33) VanGrasstek(2013), p. 274.
34) Ibid., p. 277.
35) WTO, “Notification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G/SCM/W/546/Rev.10, p. 3.
36) Ibi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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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WTO 회원국들의 보조금협정 제25.1조에 따른 보조금 통보 의무 준수
현황(1995~2017년)
1995년

2003년

2011년

2017년

구분

회원국
수

비율
(%)

회원국
수

비율
(%)

회원국
수

비율
(%)

회원국
수

비율
(%)

보조금 조치 통보 회원국

56

50

65

45

72

47

68

41

조치 없음 통보 회원국

28

25

21

14

30

20

18

11

소계

84

75

86

59

102

67

86

52

미통보 회원국

28

25

60

41

51

33

78

48

합계

112

100

146

100

153

100

164

100

자료: WTO, “Notification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G/SCM/W/546/Rev.10에서 저자 재구성.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조치 현황 통보 실적을 보더라도
WTO 회원국의 통보 실적은 저조하다. WTO 사무국은 2020년 3월부터 5월
까지 코로나19 사태 관련 지원조치를 집계하였는데, 468개의 조치 중 36%인
167개 조치는 회원국들이 제출한 것이 아닌 사무국이 발견한 조치였다.37)
향후 WTO가 더 큰 관심을 갖고 회원국들의 통보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통보
된 자료에 대한 사후 검토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들이 정보를 선택
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일부 회원국들은 통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돕는 제도도 필요하다. 다만 최빈개도국인 네팔의 높은
통보 수준과 그보다 부국인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튀니지의 낮은 통보 수준을
비교해보면 통보의무에 대한 국가의 의무준수 의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8) 결국 무역정책 검토에 있어 정확한 정보의 부재는 검토 및 감시보고서
와 감시행위에 대한 WTO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WTO가 회원국에게
통보의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37) WTO, “Report of the TPRB from the Director-General on trade-related developments,”
WT/TPR/OV/W/14, p. 79.
38) VanGrasstek(2013),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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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 정보에 대한 무관심
무역정책검토보고서상의 정보가 WTO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
문에 실제 그 정보가 무역정책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Edwards(2019)에 따르면, 정보가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는 두 가
지 경로가 있다. 직접 정책 입안자와 국내 정치 토론을 통하거나, 아니면 간접
적으로 대중매체 또는 제3국이 제기하는 잠재적인 분쟁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
는 경우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회에서 무역정책검토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
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회원국 무역정책검토보고서에 대한 언론매체의
관심 또한 크다는 증거가 없다.39) 결국 새로운 정보가 잘못된 정책의 수정이나
변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중요한데, 정책입안자나 대중매체가 무역정책검
토보고서의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뜻이다.

(라) 무역정책검토보고서 정보의 질
무역정책검토보고서 또는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질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TPRM은 강제
성이 없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보고서 전체의 질을 좌우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무역정책검토의 해당국들은 관련 정보를 전
략적으로 취사선택해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회원국들은 정부보조금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거나 또는 개괄적으로 기술하
여 실제 내용을 알 수 없거나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무역정책검토
를 받는 해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고 자세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WTO-TPRM 30주년 세미나에서
Wolfe 교수는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지표와 유
사한 지표를 만들어 무역정책검토보고서에 사용하고 그 결과를 국가간에 비교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객관성, 질 등을 평
39) Edwards(2019), pp. 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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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다음 사후적으로 일정한 벌칙을 주는 제도 변화가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도 무역정책검토보고서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
인이 될 수 있다. TPRM 제정 당시의 무역은 전통적인 상품무역 위주였다. 그
러나 현재는 가치사슬에 기반한 무역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2018년
전체 상품무역의 절반이 중간재 무역으로 집계되었다.40) 따라서 무역정책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되어야 한다. 특
히 서비스 무역의 증대와 디지털화를 고려하여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투자, 디지털, 환경 등에 대한 정책도 무역정책검토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 WTO의 무역분쟁 해결기능
1) 의의
WTO 분쟁해결제도는 WTO의 “왕관의 보석(crown jewel)”으로도 불리
며 그동안 국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 중 하나로 평가되어왔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근거규칙 내지 절차법이라 할 수 있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DSU 또는 WTO 분쟁해결양해)는 분쟁해결
절차의 단계별 시한을 명문화하고,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이 사실상 ‘자
동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컨센서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상
소기구를 신설하여 2심 제도를 구축하고, 집행체제를 강화하는 등 분쟁해결
제도의 준사법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이에 과거 GATT 1947 체제가 “권력지
향적(power oriented)” 체제였던 반면 WTO는“규칙 지향적(rule oriented)”
체제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41)
이러한 WTO 분쟁해결제도는 WTO 출범 이후 최근까지 25여 년간 거의
40) UNCTAD(2020), p. 12.
41) See, e.g., Jackson(1997), pp. 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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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 건에 달하는42) 사안을 다루어왔으며, 패널판정의 2/3가량이 상소심을
제기할 정도로 상소제도 역시 활발히 이용되어왔다.43)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
국을 불문하고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해왔다는 점은 WTO 회원국들
이 동 제도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분쟁해결제도 역
시 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노정해온 것이 사실이고 또한 미국의 신규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로 인해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여기서는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를 포함
하여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가지고 있는 전반의 문제를 확인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에 빠진 원인을 검토한다.

2) WTO 분쟁해결양해에 대한 재검토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검토는 1994년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들이 WTO 발족 이후 4년 이내에 WTO 분쟁해결양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기
로 합의한 데서44) 비롯한다. 이에 따라 1997년 WTO 분쟁해결양해에 대한 검
토(DSU Review)가 분쟁해결기구(DSB)에서 개시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
제가 논의되고 아울러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다수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나,
정착 참여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낸 제안서는 하나도 없어 관련 회의는 실질
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42) 사건 번호(WT/DS) 기준. 다만 한 사안에 대해 여러 회원국이 DSU 제4조에 따라 특정 회원국(피소국)
을 상대로 각각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각각 사건 번호를 할당받는다는 점, 협의 단계를 통해 사안이 해결
되거나 협의 단계 이후 제소국이 후속 절차(패널 설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다면 WTO 분쟁해결제도로 회부된 실제 ‘사안’ 수는 이보다는 적다. 199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원심 단계에서 채택된 패널보고서 수는 184건(사건번호 기준으로는 230건),
상소기구 보고서 수는 115건(156건)이다. 동 기간 동안 이행심 단계에서 채택된 이행패널 보고서는
33건(35건), 이행 상소기구 보고서는 23건(25건)이다. 여기에 DSU 제21.3조 제(c)항에 따른 중재판
정 37건(52건)과 제22.6조에 따른 중재판정 21건(15건)까지 더하면, 총 413건의 판정이 WTO 분쟁
해결제도 하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진 셈이다. WTO, “Dispute settlement activity — some figures,” Table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43) 이천기, 강민지(2020a), p. 18.
44) WTO, Marrakesh Ministerial Decision on the Application and Review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of 14 April 1994,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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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1년 도하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양해에 대한 검토(DSU
Review)를 2003년 5월로 연장하는 동시에 DSU Review는 DDA의 일괄타결
(single undertaking)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합의하였다. 2003년 5월 28일
에 특별회기 의장이 지금까지의 논의와 제안을 기초로 자신의 권한으로 DSU에 대
한 개정안을 회원국에게 회람하였다. 개정 초안에는 제3국 권리 개선, 중간검토
신설 및 상소단계에서의 환송권 도입, 이행단계에서 시퀀싱(sequencing) 문제의
명확화 및 개선, 보상 관련 문제의 개선,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위한 통보요건 강
화, 분쟁해결절차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대우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동 특별회기에서도 회원국들은 DSU 개정을 위한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하
였다. 2003년 7월에 WTO 일반이사회는 DSU 재검토 기한을 2004년 5월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2004년 8월 일반이사회에서는 새로운 기한 설정 없
이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45)
이후 2006~08년에는 DDA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DSU 개정협상
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특히 DDA가 난항을 계속하던 2008년 이후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DSU 개정만이라도 별도로 처리하자는 분위기에 따라 2012년
까지 관련 협상은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논의와 쟁점을 담은
DSU 개정에 대한 의장 텍스트가 나왔다. DSU 개정 의장 텍스트는 ① 상호 합
의된 해결책46) ② 제3자 권리47) ③ 비밀정보의 보호48) ④ 이행패널 판정과 보복
조치 승인 간 절차적 순서(sequencing)49) ⑤ 보복 후 절차50) ⑥ 투명성 및 법정
45) WTO, “Negotiations to impro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5).
46) WTO 분쟁해결기구 문서상 원 용어는 “Mutually agreed solutions”이다. 이 용어는 현행 DSU 제3
조 제6항 및 제7항에 포함되어 있다. W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Coly Seck, TN/DS/31, 17 June 2019, Sec. 2.1.
47) WTO 분쟁해결기구 문서상 원 용어는 “Third-party rights”이다. Ibid., Sec. 2.2. 한편 DSU상 제3
자는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를 분쟁해결기구
에 통보한 회원국’을 의미한다. DSU 제10조 제2항 참고.
48) WTO 분쟁해결기구 문서상 원 용어는 “Strictly confidential information(SCI)”이다. W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Coly Seck, TN/DS/31, 17 June 2019, Sec. 2.3.
49) WTO 분쟁해결기구 문서상 원 용어는 “Sequencing”이다. Ibid., Sec. 2.4.
50) WTO 분쟁해결기구 문서상 원 용어는 “Post-retaliation”이다. Ibid., Se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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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자 의견51) ⑦ 단계별 기한52) ⑧ 환송53) ⑨ 패널 구성54) ⑩ 실효적 이행55)
⑪ 개도국 이해 반영56) ⑫ 유연성 및 회원국 통제(control), WTO 사법기관에
대한 추가지침5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DSU 개정협상은 2016년 11월 이후
순차 집중검토 방식(sequential focused work)을 적용, 12개 이슈를 순차적
으로 검토하여왔으나 실질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8년부터 상소
위원 선정 문제와 상소기구 기능 정지 등으로 인해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
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12개 이슈를 요약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WTO 분쟁해결기구 특별회기 개정요소의 분류

규범지향적(rule-oriented)
DSU 개정 제안

권력지향적(power-oriented)
DSU 개정 제안

개정이슈 ①: 상호 합의된 해결(MAS)에 관한
투명성 제고
- 분쟁당사국들의 통보의무 강화
- 분쟁 관련 분쟁당사국 서면입장(변론서)의
제3자 공개 등

개정이슈 ⑪: 개도국우대
- 협의 장소 및 협의 방식을 개도국이 단독 결정
- 선진국(제소국)은 협의단계에서 개도국(피소국)에게
질의할 모든 사항을 사전 제출
- 개도국에게 합리적인 기간(RPT) 추가 연장
- 분쟁해결제도 내에 개도국 지원 목적으로
‘분쟁해결기구 기금(DSB Fund)’ 설립
- 개도국 승소 시 선진국이 개도국의 소송비용 지급

개정이슈 ②: 제3자 권리 구체화
- 협의 피요청국(피소국)이 협의참가 희망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제3자와 분쟁해결기구에 고지
- 패널단계에서 제3자가 가지는 권리 보호

개정이슈 ⑫-1: 유연성 및 회원국 통제)
- 분쟁당사국들의 합의하에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내용의 부분 삭제 허용
- 분쟁해결기구에서의 총의를 통해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내용의 부분 채택 허용
- 상소절차에 잠정검토(interim review) 제도 신설

51) WTO 분쟁해결기구 문서상 원 용어는 “Transparency and amicus curiae briefs”이다. Ibid., Sec. 2.6.
52) WTO 분쟁해결기구 문서상 원 용어는 “Timeframes”이다. Ibid., Sec. 2.7.
53) WTO 분쟁해결기구 문서상 원 용어는 “Remand”이다. Ibid., Sec. 2.8.
54) WTO 분쟁해결기구 문서상 원 용어는 “Panel composition”이다. Ibid., Sec. 2.9.
55) WTO 분쟁해결기구 문서상 원 용어는 “Effective compliance”이다. Ibid., Sec. 2.10.
56) WTO 분쟁해결기구 문서상 원 용어는 “Developing country interests”이다. Ibid., Sec. 2.11.
57) WTO 분쟁해결기구 문서상 원 용어는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and Additional guidance for WTO adjudicative bodies”이다. Ibid., Sec.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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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규범지향적(rule-oriented)
DSU 개정 제안

권력지향적(power-oriented)
DSU 개정 제안

개정이슈 ③: 비밀정보 보호
- 일정 조건하에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절차 및
비밀정보 지정 여부 결정 절차 채택 등

개정이슈 ⑫-2: 패널 및 상소기구에 대한 추가 지침
- WTO 협정 해석, 소송경제 행사 등에 관해
패널과 상소기구가 준수해야 할 추가 지침 마련

개정이슈 ④: 시퀀싱
- 이행 단계에서의 협의(이행패널 설치 전제조건)
요청 개시 가능일을 조정
- 패소국 이행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통보
의무 신설
개정이슈 ⑤: 보복 후 절차
- 피소국의 이행 완료 주장 시 보복조치 자동
해제(1안)
-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피소국이 추가 소송을
통해 증명해야 보복조치 해제(2안)
개정이슈 ⑥: 투명성 및 법정조언자 의견
- 패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제3의 회원국·기관·
개인이 제출한 법정조언자 의견서는 패널이
수락 내지 검토해서는 안 됨을 명시
- 패널·상소기구뿐 아니라 중재자도 일방
분쟁당사자와만 별도의(ex parte)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음을 명시(투명성 제고) 등
개정이슈 ⑦: 단계별 기한 단축
- 패널 설치기간 단축
- 개도국 적용 협의기간, 연장기간 상한 명시
- 패널보고서 채택절차를 간소화
- 세이프가드조치에 적용될 단계별 시한 도입
개정이슈 ⑧: 환송
- 환송에 적용되는 표준절차를 신설, 환송 받은
패널 권한 범위는 신속절차 촉진에 국한
- WTO 분쟁해결제도의 부담 감소를 위해 현행
DSU를 최소한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정 등
개정이슈 ⑨: 패널 구성
- 패널구성 절차 구체화
- 패널위원의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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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규범지향적(rule-oriented)
DSU 개정 제안

권력지향적(power-oriented)
DSU 개정 제안

개정이슈 ⑩: 실효적 이행
- 판정 불이행국에 대한 행정조치 부과
- 합리적 기간(RPT) 동안 추가 발생한 피해까지
보복조치 수준 산정 시 반영 등
주: 원칙적으로 2019년 6월 의장텍스트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으나, 12개 DSU 개정 이슈 중 의장텍스트가 아직 도출되지
못한 이슈 5(보복 후 절차), 이슈 8(파기환송), 이슈 10(실효적인 준수), 이슈 12(유연성 및 회원국 통제, 패널 및 상소기구에
대한 추가 지침)의 경우 그간 제출된 회원국 제안서를 기초로 정리.
자료: Georgiev and Van der Borght eds.(2006), p. 466에 기초하여 저자가 분류를 구체화하고, 관련 내용을 보강
및 업데이트함.

3)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58)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미국의 지속적인 불만 표출에 따른 결과이다. 미
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 방식과 사법 적극주의에 관해 불만을 표명해왔
다. 그럼에도 관련 제도에 대한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7년부
터 상소기구 위원 공석을 메우기 위한 절차 개시를 저지했다.59) 그 결과 상소
위원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 2019년 12월 10일부로 상소기구 위원 중 1명만이
남아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었으며, 2020년 12월 1일부로 상소위원이 전
혀 없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60)

58) 3)항의 내용은 이천기, 강민지(2020a); 이천기, 서진교, 김지현(2019)을 추가 발전시켰음.
59) 상소위원 임명 관련 DSB결정은 164개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지므로,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할
경우 상소위원의 신규임명 또는 연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천기, 서진교, 김지
현(2019), p. 4 참고.
60) Hong Zhao 교수는 연임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미국은 올해 초 Zhao 교수가 중국 상
무부 산하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AITEC: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소속이므로 상소기구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소기구위원
은 어느 정부와도 연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DSU 제17조 제3항 2문에 근거한 주장이다. “U.S.:
Chinese WTO Appellate Body member is ineligible, not impartial”(2020), World Trade
Online(검색일: 2020. 11. 18) 참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현 시점에서 Zhao 교수의 연임에 동
의하거나 신규 상소기구 위원 선임에 동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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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WTO 상소기구 위원 현황(임기순)
성명

국적

임기

비고

1

Shree Baboo Chekitan Servansing

모리셔스

2014. 10. 1~2018. 9. 30

임기 만료

2

Ujal Singh Bhatia

인도

3

Thomas R. Graham

미국

4

Hong Zhao
(현 상소기구 의장)

중국

2011. 12. 11~2015. 12. 10
2015. 12. 11~2019. 12. 10
2011. 12. 11~2015. 12. 10
2015. 12. 11~2019. 12. 10
2016. 12. 1~2020. 11. 30

임기 만료
임기 만료
임기 만료

자료: WTO, “Appellate Body Memb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8); 이천기, 강민지(2020a), p. 4 재인용.

표 2-9. WTO 상소기구 위원 관련 일지
2016. 12. 1 2017. 6. 30

2017. 8. 1

Ricardo

Peter Van

Ramirez-He
상소기구
위원신규
임명·퇴임

rnandez

김현종

Hong Zhao

위원

위원 사임.

선출

임기만료

신규위원

심리 중이던

선출 없음.

상소심 완료
7

6

desn
Bossche
위원의

5

Shree

Ujal Singh

Baboo

Bhatia 위원

Chekitan

및 Thomas

Servansing

R. Graham

임기만료.
신규위원
선출 없음.

허용
위원 수

2017. 11. 11 2018. 9. 30 2019. 12. 10

4

위원

위원

임기만료.

임기만료.

신규위원

신규위원

선출 없음.

선출 없음.

3

1

자료: Payosova, Hufbauer, and Schott(2018), p. 3; 공수진(2019), p. 19 참고.

WTO 분쟁해결제도는 패널과 상소심의 2단계로 구성된다. 패널은 회원국
간 분쟁이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될 때마다 건별로 설치되는 임시(ad hoc)기관
으로, 각 사건마다 3명의 패널위원이 임명된다. 패널은 회원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패널 판정에 대해 분쟁당사자 어느 쪽도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심은 상소 건마다 7인 중 3인의 상소기구 위
원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재판부(Division)를 구성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은 패널심 개시 및 진행은 여전히 가능하나 2019년
12월 11일부터 새로 접수되는 상소에 대해서는 상소심 추진이 불가능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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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상소기구 작업 절차 Rule 1561)는 임기 만료 이전 배당된 사건에 관해 퇴임
상소위원이 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1일 이전에 상소가 접수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소심 중 Bhatia 위원과
Graham 위원이 관여되어 있는 12월 10일 임기만료일 이전에 구술심리까지
이루어진 세 건의 상소심62)의 경우 두 위원의 임기만료 이후에도 진행되어 상
소심이 완료되었다(표 2-10).63) 2020년 6월 29일에 채택된 AustraliaPlain Packaging 사건을 마지막으로 Bhatia 위원과 Graham 위원의 상소기
구 위원으로서의 역할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표 2-10. 2019년 12월 11일 상소기능 정지 이후 완료된 상소심 현황

사건명(사건번호)

상소심 재판부 구성

상소
제기일

상소기구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일 보고서 채택일

1

Russia - Railway
Equipment (DS499)

Graham,Servansing,
Zhao

2018. 8. 27

2020. 2. 4

2020. 3. 5

2

US - Supercalendered
Paper (DS505)

Bhatia,
Graham,
Zhao

2018. 8. 27

2020. 2. 6

2020. 3. 5

3

Australia - Plain
Packaging
(DS441/DS435)

Servansing,
Graham,
Bhatia

2018. 8. 23/
2018. 7. 19

2020. 6. 9

2020. 6. 29

자료: WTO, “Chronological list of disputes cas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3)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천기,
강민지(2020a), p. 5의 내용을 업데이트함.
61) 상소기구 작업 절차 Rule 15(Transition)은 “상소기구 위원직이 종료된 자는 상소기구의 승인과 분쟁
해결기구에의 통보가 있는 경우, 해당 인이 상소기구 위원일 당시 할당받은 모든 상소의 처분을 완료할
수 있다. 해당 인은 오로지 그러한 목적으로만 계속 상소기구 위원으로 간주”됨을 규정하고 있다.
WTO,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WT/AB/WP/6, 16 August 2010, Rule 15.
62) [표 2-10]의 DS499, DS505, DS441/DS435 참고. WTO, “DS499: Russi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railway equipment and parts thereof”; WTO, “DS505: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Supercalendered Paper from Canada”; WTO, “DS441:
Australia—Certain Measures Concerning Trademark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Other Plain Packaging Requirements Applicable to Tobacco Products and Packaging”;
WTO, “DS435: Australia—Certain Measures Concerning Trademark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Other Plain Packaging Requirements Applicable to Tobacco Products
and Packaging,”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8).
63) WTO, Dispute Settlement Body, Communication from the Chairma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WT/DSB/79, 12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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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기능 정지로 인해 WTO 분쟁해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분쟁당사국 일방이 상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패널(1심) 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패널 패소국의 의도적인 상소 제기도 예상된다. 분쟁당사국
일방(보통 패소국)이 DSU 제16조 제4항에 따라 상소를 결정·통보할 경우 패
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될 수 없고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소기능 정지로 인해 상소심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WTO 소
송절차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
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은 불가능하다. 결국 상소기구 기능정지는 단순히 상소
단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패널심을 포함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전반적 기능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 2019년 12월 11일 이전에 상소기구에 접수된 사건 10건의 사
건 행방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표 2-11 참고). 이들 사건의 상소심을 향후 어
떻게 진행할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표 2-11. 상소기능 정지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상소심이 개시 또는 완료되지 못한 사건(10건)
상소
제기일
(최근순)

상소
제기국

사건명

사건번호 제소국 피소국

1

’19.12.6

EU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 EU)

DS316

미국

EU,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2

’19.11.19

인도

India – Export Measures

DS541

미국

인도

3

’19.9.9

태국

Thailand – Customs and Fiscal
Measures on Cigarettes from the
Philippines(Article 21.5 – Philippines II)

DS371

필리핀

태국

4

’19.8.15

미국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

DS510

인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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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속
상소
제기일
(최근순)

상소
제기국

사건명

사건번호 제소국 피소국

5

’19.6.4

캐나다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Applying 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to
Softwood Lumber from Canada

6

’19.1.25

미국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ipe and Tube
Products from Turkey

DS523

터키

미국

7

’19.1.9

태국

Thailand – Customs and Fiscal
Measures on Cigarettes from the
Philippines(Article 21.5 — Philippines)

DS371

필리핀

태국

8

’18.12.14

인도

India – Certain Measures on Imports
of Iron and Steel Products

DS518

일본

인도

’18.11.20 파나마

Colombia – Measures Relating to the
Importation of Textiles, Apparel and
Footwear(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Colombia and Panama

DS461

파나마

콜롬
비아

’18.9.21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Energy Sector

DS476

러시아

EU

9

10

EU

DS534

캐나다

미국

자료: WTO, “Appellate Bod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8), 재인용: 이천기, 강민지(2020a), pp. 5~6.

4) 원인 분석64)
DSU 개정협상은 2016년까지 제시된 의장 텍스트를 중심으로 논의를 거듭해
왔으나, 이후 미국이 현행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면서 논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2000년대 들어 반복적으로 WTO
DSB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표 2-7]의 개정이슈 ⑫에서 볼 수 있
듯 미국이 2000년대 초에 제출했던 DSU 개정제안서65)에서 유사한 주장을 발
64) 4)항의 내용은 이천기, 서진교, 김지현(2019)의 내용을 추가 발전시킨 것이다.
65) NEGOTIATIONS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 Further Contribution of the United States on
Improving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in WTO Dispute Settlement –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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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은 분쟁해결에서 분쟁당사자들의 통제권 강화를 주장하
였으나,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2016년 5월부터 임
기가 종료되는 상소기구 위원의 재선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의 상소기구 위원 선임 반대는 결국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로까지 이어졌다. 따라
서 현행 WTO 분쟁해결기능의 위기는 상소기능 정지와 직결되어 있으며, 상소
기구 기능 정지는 상소기구위원 신규 임명을 저지한 미국의 문제 제기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만큼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2020년 2월에 「WTO 상소기구에 관한 USTR 보고서」66)를 통해 지
금까지의 상소기구 운영 및 기능에 있어 문제되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소개
한 바 있다. 동 보고서에서 미국은 상소기구가 절차적·기능적·실체적 측면에서
WTO 협정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에 따르면 첫째, 상소기구가
위원 퇴임 후 상소심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DSU상의 상소심 심리기한을 준
수하지 않음으로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 둘째, DSU상 상소기구의 기능은 법
률심으로 국한되는 반면 많은 상소 건에서 상소기구는 사실심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또는 사실상의 선례를 통해 사실상의 입법행위를 수
행해 왔다는 점에서 기능적 위반이 있었다. 셋째, 비시장경제국이 야기한 시장
경쟁 왜곡에 대해 무역조치를 취할 WTO협정상의 권리를 상소기구가 침해하
였다는 점에서 실체적 위반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USTR 보고서는 상소
기구가 WTO 보조금협정의 ‘공공기관’ 개념을 비시장경제국에서의 국영기업
보조금에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적용해왔다는 점, 상소기구가 반덤핑조치, 상
계조치, 세이프가드조치 등 회원국의 무역구제 조치 활용 가능성을 제한해왔다
는 점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결국 미국의 핵심 주장은 상소기구가
DSU에서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판정을 내리는 등 WTO 협정상 회원

from the United States, TN/DS/W/82, 24 October 2005, p. 2ff.
66) USTR(2020), “Report on the Appellate Body of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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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권리·의무를 변경시켰으며, 미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은 WTO의 입법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일부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해 얻지 못한 혜택을 WTO 분쟁해결을 통해 얻고자 했으며, 상소기
구가 이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67) 이러한 미국의 주장을 유
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상소기구의 법적 성격
미국은 2019년 10월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일부 WTO 회원국이 상소기구
를 독립적인 ‘국제법원(international court)’으로, 상소기구 위원을 ‘재판관
(judge)’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68) 상소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이처
럼 넓게 해석하는 것은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근거가 없으며, 미국이 동
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69)

나) 상소기구 위원 임기 만료 후 상소심 참여
미국은 상소기구 위원이 임기 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소심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이 임기 후 상소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소기구 작업절차 Rule 15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
았다.70) Rule 15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DSU 협정 본문(constitutive
text)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회원국들에 의해 합의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주
장이다.71) 지금까지는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이라 하더라도 상소기구의
67) USTR(2017b), “Opening Plenary Statement of USTR Robert Lighthizer at the WTO
Ministerial Confere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8).
68)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상소기구 위원이 자신을 ‘WTO 상소심 재판관(WTO appellate judge)’이라
고 칭한 것을 지적하였다.
69) U.S. Mi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Statement as Delivered by
Ambassador Dennis Shea, WTO General Council Meeting, December 9, 201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8).
70) U.S. Mi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February 28, 2018, pp. 10-14,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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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과 분쟁해결기구에의 통보가 있을 경우72) 임기 만료에 관계없이 임기 중
맡은 상소심을 완료시까지 계속 심리해왔다.

다) 상소심 90일 기한 준수
미국은 DSU에 규정된 상소 심리기한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 DSU 제17조 제5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절차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건의 복잡성과 상소기구의 업무량
증가 때문에 2011년 이래 이 기한은 거의 준수되고 있지 못하다. 미국은 상소
기구가 이 절차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왔음을 비판하고 있다.73) 참고로 특
히 최근 상소사건일수록 90일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장 상소 심리
일수는 691일에 이른다.74)

라) 상소기구의 사실 문제 검토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심에서 사실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
다. 상소기구는 종종 분쟁당사국 국내법의 의미 등 사실 문제에 관한 패널 판단
에 대해 심리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관행이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 문
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만 국한’될 것을 규정한 DSU 제17조 제6항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패널의 사실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쟁당사국
이 DSU 제11조 위반이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한 건이 다수임을 지적하며, 상
소기구의 DSU 제11조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75)
71) U.S. Mi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Statements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May 28, 2018, p.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8).
72)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Appellate Body and upon notification to the DSB.’ WTO,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WT/AB/WP/6, 16 August 2010, Rule 15.
73) U.S. Mi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June 22, 2018, pp. 9-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8),
74) 이천기, 강민지(2020a), p. 9.
75) U.S. Mi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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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소기구의 사법적극주의
미국은 상소기구가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쟁점까지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즉 상소기구가 ① 상소기구 보고서에 권고적 의견 또는 부수적 의견
(obiter dicta)을 관행적으로 포함시켜왔으며76) ②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과 분쟁당사국들에 의해 제기되지 않은 주장을 검토하고 ③ 회원국 국내법
을 검토하고 패널심에서 확보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관련 분석을 완료하
는 등 사실 문제를 검토하고 잘못된 심리기준을 적용해왔으며 ④ WTO 협상 당
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정상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상소기구가 관련 규범
을 신설(gap filling)하는 등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변경77)하
는 사법적극주의를 행사해왔다는 주장이다.78) 미국은 그 결과 상소기구 판정이
WTO 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국가 주권을 침해
하는 것으므로 DSU 제3조 제2항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DSU 제3조 제2항은
관련 부분에서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정은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바) 선례 구속
미국은 상소기구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absent cogent reasons)” 후속
패널이 기존 상소기구 보고서를 일종의 선례로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유지해
왔다고 비판한다. 상소기구는 ‘타당한 이유’에 대한 근거로 DSU 제3조 제2항
에 규정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Meeting of the WTODispute Settlement Body, August 27, 2018, pp. 10-31, 온라인자료검색일
(
: 2020. 8. 8).
76) U.S. Mi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October 29, 2018, pp. 11-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8).
77) U.S. Mi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January 11, 2019, pp. 3-1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8).
78) WTO, General Council, Fostering a Discussion on the Functioning of the Appellate Body
- Addressing the Issue of Alleged Judicial Activism by the Appellate Body Communication from Honduras, WT/GC/W/760, par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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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WTO 내에서 선례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소기구가 자신의 보고
서에 대해 선례로서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은 상소기구의
이러한 태도가 상소기구 판정이 오로지 분쟁당사자만을 구속한다는 DSU 규정
을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WTO 설립협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
권해석을 채택할 권한은 오직 WTO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만 있다는 점과
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 평가
미국의 입장은 결국 지금까지 WTO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EU 등이 제출한 지금까
지의 DSU 개정안79)에 미국이 동의를 표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인다.
한편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데는 다수의 분쟁해결 상소심에서 미국이 패한
결과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된다. 특히 WTO 분쟁해결이 중국의 국영무역
을 통한 산업보조금이나 또는 지재권 등에서 강제탈취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효
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미국의 불만
이 내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9월 28일에 화상회의로 열린 ‘Geneva Trade Week’ 패널토
론80)에서 미국의 Dennis Shea 제네바대사는 일부 회원국이 상소심 없이 1심
79) 예를 들어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 선발절차를 미국이 지속적으로 저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연합,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WTO 회원국들이 2018년 12월 12일에 열린 WTO 일반이사회 회
의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의 공동발의국들은 상소기구 위원 공석을 채우기 위한 DSB에
서의 컨센서스 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WTO 분쟁해결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DSU에 대해 다음의 5가지 개정을 제안하였다. ① 임기 중에 심
리가 이미 한 차례라도 이루어진 상소에 대해서는 퇴임하는 상소기구 위원이 심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분쟁당사국들의 합의하에 상소기구 보고서가 90일 기한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법률 문제 및 법적 해석에 ‘국내법 그 자체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④ 상소기구는 분쟁
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만 상소에서 제기된 사안을 검토해야 함을 규정하고 ⑤ 회원국들이 상
소기구의 법리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연례 회의를 상소기구와 DSB 사이에 열 것을 제안하였다.
WTO,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China, Canada, India, Norway, New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Republic of Korea, Iceland, Singapore and Mexico to the
General Council, WT/GC/W/752, 26 November 2018,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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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패널만으로 분쟁해결을 종료하겠다고 사전 합의하는 ‘상소권포기합의
(No-Appeal Agreement)’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상소기구가 아니
더라도 양자협의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중재 등 많은 분쟁해결 방안이 존재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은 상소기구의 사법적극주의 등 미국이 제기한 상
소기구의 문제점에 일부 동의하고, 미국의 우려사항을 반영한 다수의 DSU 개
정안을 WTO에 제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DSU 개정안은 미국의 상기 입장과
는 기본 전제에서 차이가 크다. 특히 EU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어떠한
개혁이라도 상소심을 포함한 2단계 독립적 분쟁해결제도 등 DSU의 핵심 기능
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상소기구 기능 정지를 전후해서 다자간 임시상
소중재약정(MPIA)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위와 같은 입장
을 계속 견지한다면 미국이 지금까지 제기해온 사안을 반영하여 DSU를 개정한
다고 해도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3. 정책 시사점
가. WTO의 구조적 위기와 미·중 대립 구조
지금까지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협상기능과 이행 및 감시기능, 분
쟁해결기능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구조적으로 위기가 발생한 근본 원인
을 정리해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3대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데에
는 WTO 체제 자체의 제도적 취약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WTO 외부의 주요국
간 정치적 힘의 대립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 ‘Geneva Trade Platform - Rebooting the WTO’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가능하다. Shea(2020),
“WTO Dispute Settlemnt: where do we stand?” https://www.youtube.com/watch?v=vOHay
YZTfNQ(검색일: 2020. 10. 10). Shea 대사의 발제는 영상의 22:19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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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협상기능의 위기는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에서도 찾
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GATT/WTO가 전적으로 회원국에 의해서
운영되는(member-driven) 체제이고, 이에 따라 회원국의 증가, 특히 개도회
원국의 증가로 복잡하고 다양해진 이해관계를 반영한 전체 회원국의 합의 도출
이 어려워졌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회원국 수의 증가로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다고
해도 실상은 협상을 주도하는 주요국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른 회원국
은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WTO의 의사결정구조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도회원국의 증가는 협상기능 부진의 형식적 이유일 뿐, 본질적인 원인은 주
요국간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요국에는 미국과 EU, 중국과 인도
가 포함되며, 상황에 따라 브라질과 호주 등이 추가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GATT 시절에는 Quad(미국, EU, 캐나다, 일본) 내에서, 특히 미국과
EU 간에 합의가 도출되면 사실상 전체 합의로 간주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였
다. 그러나 DDA 출범부터 개도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칸쿤 각료회의를 기점
으로 인도와 브라질이 일본과 캐나다를 제치고 New QUAD의 일원이 되었고,
미국과 EU에 버금가는 위치에 올라섰다. 이후 WTO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마다 이들 주요국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왔으며, FIPS(New
Quad+호주) 또는 Quint(FIPS+일본) 등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이후 중국
이 부상하면서 현재 WTO의 핵심국은 미국, EU, 중국, 인도 등 4개국으로 좁
혀졌다.81)
주요국 사이에 타협이 어려운 이유로는 이들의 구조가 선진국 일색이었던
과거와 달리 선진국(미국, EU)과 개도국(중국, 브라질)의 대립 구조라는 점과,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종종 무역 문제를 벗어나
세계의 패권경쟁 또는 체제경쟁에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81) 다만 경우에 따라 4개국에서 늘어나 브라질이나 호주 등이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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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은 자연스럽게 남북 문제로 연결되며, 남북 문제에
관한 한 선진국에 대한 개도국의 불신은 뿌리가 매우 깊다. 특히 개도국들은
UR에 대해 평가할 때도 개도국은 시장을 개방했으나 그로 인한 혜택은 대부분
선진국이 가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DDA에서는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발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WTO 무역협상은 본질상 UN 회의와는 성격이 다른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협상으로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것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다음에
전개된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조이다. 사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까지는 WTO
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후 중국은 점차 WTO 안
에서 발언권을 강화하였고, 최근에는 명실상부하게 미국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국 협상기능의 위기는 주요 WTO 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관해 미국과 중국
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특히 발단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이 중국의 국영기업을 통한 산업보조금 지급과 불공정 무역행위, 지재권
탈취 등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부터였다. 현재 WTO 다자협상이 교착된 주요 의
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서로 다른 반대쪽 끝에 있다. 예를 들어 농업보조
금 감축의 경우 중국은 감축보조가 없는 개도국이기 때문에 홍콩 각료선언에
명시된 대로 감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감
축보조를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감축하지 않겠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
장이다. 개도국 우대조치에서도 과도한 개도국특혜에 반대하고 있는 선진국은
이러한 특혜가 중국의 활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자상
거래 복수국간협상에서도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등 데이터 무
역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가의 개입을 당연시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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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체제의 근본정신이 민주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을 지향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중국에게 체제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WTO 협상기능의 위기는 선진국과 개도
국의 대립이라는 큰 틀 아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그 저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행과 무역정책검토 및 감시기능의 구조적 위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투명성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
해서 법적 구속력을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행과 감시의 최대 특징인
자발적 동료감시에 의한 압박이라는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이행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스스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통보의무의 강화로 연결된다. 즉 통보의무
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회
원국의 기존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통보의무의 강화를 놓고 다시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다.
선진국은 WTO가 이행 및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회원국
의 통보가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통보시한을 위반한다든지 통보 내용
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통보할 경우 일정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리고 이러한 입장은 미국 등 몇몇 나라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반면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통보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통보능력이 없는 개도국의 경우
통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선진국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선진국은 통보능력
이 없거나 부족한 개도국의 경우 사무국의 도움을 받으며 통보를 잠정 유예해
줄 수는 있지만 통보의무의 준수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제재는 불
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 역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통보의무 강화를 통해 중
국이 지급하고 있는 산업보조금, 특히 국영기업을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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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보조금 현황이 파악되
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WTO에 보조금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는 생각이다. 이는 현행 WTO의 보조금 규정이 그만큼 엄격하기 때문이
다.82) 특히 중국의 산업보조금이 향후 산업의 생태계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
과 직접 연관되는 핵심 산업(예: 반도체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기
술패권 경쟁을 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통보하는
국가의 융통성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면서 동시에 통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
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개도국우대 조항을 주어진 통보의무
를 회피하거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강도를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
도 생각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통보에 따라 향후 중국의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국의 협상력을 이용하여 통보의무에
대한 합의 도출을 원천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83) 결국 이행 및 감시기능도
WTO 회원국들이 통보의무를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구속력과 직접 연계되고, 그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라는 구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분쟁해결기능 문제는 미국과 여타 국가가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장은
WTO 분쟁해결에 있어서 특히 상소기구가 회원국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 과도
하고 무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된다. 이는 현행 WTO 분쟁해결제도가 중
국의 국영무역을 통한 산업보조금 지급이나 지재권 등에서의 강제탈취 등 중국
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의 행위를 합법
화시키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미국은 현행과 같은 상소
기구의 존재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WTO의 분쟁해결이
82) 이에 대해서는 이천기, 엄준현, 강민지(2019) 참고.
83) 현재 미국이 상소기구 심의위원 선임을 저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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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 없이 단심제로 끝나는 상황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분쟁해결기능의 위기도 표면상 미국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가 원인이
지만 그 이면에도 WTO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행위
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서 볼 때 WTO 3대 기능의 위기는 서로 맞물려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근저에
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2-9. WTO 3개 기능의 약화와 미·중 대립 구조

자료: 저자 작성.

나.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WTO의 기능 및 역할의 부진과 다자체제 위기의 본질이 WTO 내부의 제도
적 문제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동시에 그 저변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뿌리 깊은
역사적 불신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해결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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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WTO 개혁을 포함하여 주요
쟁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협안 도출은 사실
상 쉽지 않으며, 어느 한 편의 양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
나 현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양보가 나올 가능성은 없
다고 판단된다.
WTO 다자협상에서의 이러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실질적 진전이나 타협
안 도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적
지 않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다자협상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
이다. WTO 다자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성과 도출 없이 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면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성과 도출을 위해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
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설령 우리나라가 협상을 주도한다고 해도 미국이나 중
국 등 주요국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성과 도출은 불가능하고 힘만 소진되는
무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의제는 더
욱 그렇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설령 성과 도출에 실
패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잠재적 이익에 부합하고 향후 WTO 무대에서 우리
나라의 역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는 의제도 있을 것이
다. 예를 들면 개도국우대나 환경상품협상이 그것이다. 개도국우대는 우리나
라가 주도하여 성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고해도 향후 논의의 출발점을 우리나
라에 유리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주도할 이유가 있다.84) 환경상품협상도 선
진국들의 탄소중립 등을 목표로 가속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해
를 적극 관철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고려할 분야로 보인다.
둘째, 다양한 주제의 복수국간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WTO 협상
에서 회원국들이 컨센서스를 이루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
8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하에 나오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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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대안으로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은 선진
국대로 또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서로의 관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그들끼리의
소규모그룹을 구성하여 협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장 규모가
작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개도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
개도국은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
과 기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 가운데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 자국의 이
익에 부합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상품수출이나 서비스
수입구조를 감안할 때 양쪽 모두의 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
로 하는 그룹은 물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85)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복수국간협상에 들어갈 것인지는 복수국간협상의 내용
을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복수국간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미
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행과 감시기능의 경우 WTO의 제도적 문제와 관계가 깊고 또한 우
리나라의 수출시장에 대한 시장접근과 직결되는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적극 활동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통보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해가 걸린 사안이니만큼 적극 협상에 참여해야 하며, 무역정책검
토는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 WTO 내부 기존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수동적 인상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무
역정책검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안(예: 무역정책검토에
필요한 각국의 통보만큼은 일정 한도 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로 제도
화, TPRB의 전문 인력 보충,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장기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의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으므로 이와 연계
해서 검토할 사안이기도 하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은 우리나라가 역량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분야이다.
이 경우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그룹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키우면서 나
85) 이에 관해서도 이하에 나오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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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 좋은 예는 현행 오타와그
룹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관계를 고려해 미국과 중국 모두가 참여
하지 않는 중견통상그룹을 새롭게 만들어 주도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
다. 이 경우 오타와 그룹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 대립과 갈등구조가 WTO 다자체제 안에서도 그 저변에 깔
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대책 수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WTO 신다자협상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
국의 대외통상정책과 WTO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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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이 장에서는 WTO 출범 이후 세계 무역환경 및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다자협상 대응 방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세계 무역환경은 WTO 출범 이후 크게 변화했다. 여기
서는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로서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착과 미·중 통상갈등의
심화를 설정하고 그 원인과 향후 전망을 기술하였다. 한편 세계 무역구조의 변
화는 세계 무역의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후 이러한 글로벌 무역환경 및 무역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착
1)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착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내경기의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국내산업 보
호와 고용 유지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조치들이 증가해왔다.86)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선진국들은 자국 내 경기침체 억제와
산업 및 일자리 보호 등의 명분을 내걸고 비관세조치로 대표되는 국경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관세를 다시 양허관세 수준으로 높이는 조치를 시행하기
도 하였다.87)
86) 보호무역조치가 WTO가 지향하는 무역장벽의 감축과 관세의 인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기치를 저
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의미한다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러한 보호무역조치가 늘어나기 시작
한 기점이었다.
87) 실행관세율(무역가중 평균)이 2008년 대비 2009년에 상승한 국가가 다수 있다. WITS 통계에 따르면
호주(3.88%→3.96%), 일본(2.76%→3.27%), 이스라엘(3.10%→3.49%), EU(2,83%→3.10%),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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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조치로 분류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와 같은 무역구제조치
는 물론 동식물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적 조치도 크게
증가하였다. WTO의 비관세조치 통계에 따르면 기술적 조치와 무역규제조치
를 합한 건수는 2008년 2,617건에서 2019년 3,83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
며, 2020년도 3/4분기까지 2,651개 조치가 보고되고 있다.

그림 3-1. 비관세 조치(기술적 조치+무역규제)의 추이(2008~20년 3/4분기)
(단위: 건)

주: 1) 기술적 조치는 TBT와 SPS조치의 합을, 무역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의 합을 의미.
2) 2020년은 3/4분기까지의 수치.
자료: WTO, I-TIP Goods: Integrated Analysis and retrieval of notified NTM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착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
국의 EU 탈퇴선언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의 당선은 그 때까지 산발적이었던 보호주의조치가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등을 통
해 보호조치 동결 등의 공동선언이 있었으나 일시 동결에 그쳤고, 보호무역주
다(3.35%→3.49%) 등이 대표적이다. World Bank, WITS, MFN Weighted Average Tariff Data
(검색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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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소득 격차의 확대 및 불평등의 확산, 민족주의적 성향의 포퓰리즘과 맞물
리면서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다. 특히 2015년에는 보호무역조치의 80% 이상
이 G20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8)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은 세계무역체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양자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 원칙
을 천명하며 다자체제를 약화시켰고, 같은 맥락에서 TPP의 탈퇴를 선언하였으
며,89) WTO의 개혁 부진을 빌미로 WTO를 무력화시켰다. 이어서 USMCA 개
정, 한·미 FTA 재협상, 미·일 무역협정 체결 등 미국의 힘과 이익을 위해 기존
협정들을 개정해나갔다.90) 한편 자국의 산업과 고용보호를 위해서 의회와
WTO를 우회하여 안보와 무역을 연계한 무역조치를 채택하고, 공정한 무역환
경 달성을 명분으로 중국에 대하여 일방적인 관세조치를 부과하여 미·중 무역
갈등을 촉발시켰다.91)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정책은 세
계경제에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실물 경제의 회복은 물론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 신부호무역주의 정착 배경
가) 선진국 내 불평등의 확산
신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인 정착 배경으로는 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여
기서는 선진국 내 불평등의 확산, 선진국의 경기부진, 포퓰리즘의 등장 등에 초
점을 맞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
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 전통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반대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88) Evenett and Fritz(2016), p. 24.
89) White House(2017), “Presidential Memorandum Regarding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6).
90) USTR(2017a), “USTR: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s Intent to Renegotiate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6).
91) White House(2018), “Presidential Memorandum on the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Related to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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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지만, WTO 출범과 함께 세계화를 통해 개도국 중산층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세계화에 대한 개도국의 불만은 줄어들었다.92) 반면 선
진국 내 중하위 소득계층, 특히 블루칼라 노동자 계층이 시장개방으로 대내외
적 경쟁에 내몰리면서 급격한 실업과 소득감소를 경험하였고 점차 세계화에 대
한 불만이 늘어났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중하위층의 소득감소와 맞물
리면서 선진국 내 불평등이 심화된 기점으로 평가된다.93) 불평등에 대한 누적
된 불만과 비판은 정치적 목소리로 전이되면서 선진국 내의 통상정책이 보호주
의 쪽으로 기우는 발단이 되었다.
세계화에 따른 자유무역 확대는 세계 무역량의 증대를 가져왔고, 이는 각국
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선진국 내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임금
하락을 가져왔다. 반면 자본집약적 산업의 보수는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무역과
시장개방의 이익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면서 세계화에 대한 중하위 소득 노동자
계층의 불만이 누적되었다.94) 이러한 상황에서의 경기침체가 충격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면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였
고, 이것이 결국 브렉시트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어져 선진국 내에서
보호무역조치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95) 미국의 경우 제조업 고용
규모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현재까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강화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선진국 내 불평등 심화 현상은 세계 불평등 보고서(2018)에서 명확하게 드
러난다. [그림 3-2]에서 보듯이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소득분위 상위그룹의
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92) 김형주(2016), p. 34.
93) World Inequality Database(2018), p. 54.
94) Rodrik(2018a), p. 21.
95) 안성배 외(2019)도 2012~16년 OECD 국가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분석하여 시장개방이 OECD 국가
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악화시켰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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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주요국의 상위 10% 소득분배율
(단위: %)

자료: World Inequality Database(검색일: 2020. 11. 18).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의 임금불평등과 양극화 정도가 급
격하게 증가하는 분기점 되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7년 사이
의 노동시장 취업자의 증가가 고임금 및 저임금 부문 일자리에서 주로 나타난
데 반해 중위 임금 부분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지연되었고, 취업자 수 역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도 최상위 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은 2008년 금
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최하위 5분위 소득은 금융위기 이전의 수
준을 회복하는 데에 10년 이상 걸리면서 금융위기가 이러한 불평등의 고착화
내지는 확대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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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 임금 소득분위별 소득분배율
(단위: %)

자료: World Inequality Database(검색일: 2020. 11. 18).

무역과 불평등의 확대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미국과 산업 및 인구구조가 유사한 선진국 대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과, 불평등이 사회 정치적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의 경우 2016년 대선이 있기 전 다수의 무역 관련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세계
화와 시장개방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과반을 넘어섰음이 드러났다. 대표
적으로 CBS 뉴스가 2016년에 실시한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미국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다는
대답을 하였다. 1996년 동일한 설문에서 40%가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에 비
하면 무역자유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통상정책
에 대한 다른 설문에서도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든지, 시장개방이 미국의 경
제와 일자리를 해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96)

96) Polling Report, http://www.pollingreport.com/trade.htm(검색일: 2020. 11. 18).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09

그림 3-4. 2016년 시장개방과 FTA에 대한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비교

자료: Polling Report, http://www.pollingreport.com/trade.htm(검색일: 2020. 11. 18).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정착은 이처럼 선진국의 정치권에서 국내 여론을 통상
정책에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불평등의 원인은 경제통계
적 인과관계의 유무가 아니라 그러한 불평등을 느끼는 개인이 다수를 이루게
되는 순간 공유된다. 불평등에 불만을 가진 개인이 다수가 될 때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불평등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시장
개방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임금뿐만 아니라 소득, 직업, 건강,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었으며, 이것이 세계화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
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선진국들의 계속된 경기부진
세계적인 무역 둔화와 경제성장 하락도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주의적 통상
기조를 정착시킨 중요한 원인이다. 전통적으로 경제성장과 무역은 양의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어 개방에 따른 무역증가는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의 원동력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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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면서 개방이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
게 되었다.97) 무역둔화와 성장둔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
한 일방적인 무역조치 발동이 고개를 들고 있기도 하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출증가율 역전도 선진국이 개도국의 급격한 무역수지
흑자를 규제하는 근거가 되었다. 개도국과 선진국 그룹의 수출증가를 분리해
살펴보면 2010년 수출을 100으로 했을 때, 2008년 경제위기 전후로 선진국의
수출증가율이 개도국에 비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특히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이 무역확대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폭
을 키우자 선진국들은 무역수지의 균형을 내세워 양자적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그림 3-5. 선진국, 개도국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CPB World Trade Monitor data(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4).

97) WTO 사무국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는 전통적 경제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무역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 무역량의 증가율이 총 GDP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무역이 성장에 이바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에는 세계화가 본
격화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무역성장률이 GDP 성장률 이하로 떨어졌다. WTO, “Trade in 2016
to grow at slowest pace since the financial cris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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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을 비롯한 전통 선진국의 성장 및 교역 증가 저조로 세계화와 개방
에 대한 저항이 커졌고, 특히 경기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악화된 노동시장 상황
은 보호주의적 정책의 정착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는 보호무역조치
사용의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였고, 즉 노동시장의 더딘 회복이 2017년 미국
의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대표되는 일방주의적 무역조치가 세계로 확산하
는 포퓰리스트적 보호무역시대(populist era)의 서막을 열었다고 볼 수 있
다.98)

다) 포퓰리즘의 등장
2016년 영국의 국민 투표를 통한 EU 탈퇴(2016. 6. 23), 미 대선에서의 트
럼프 후보 당선(2016. 11. 8) 등에 따라 확산된 보호주의 성향의 통상정책은
포퓰리즘의 사례로도 볼 수 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요구를 대변하려는 정치
활동으로, 현실 정치에서는 다수로 구성된 대중과 소수의 엘리트 및 외부인이
서로 대립하는 구조를 상정한 다음 자신이 다수 대중의 대변자임을 과시하려는
특징이 있다.99)
포퓰리즘은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확산될 때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연
구들은 전 세계적 포퓰리즘의 확산을 세계화, 기술발전에 따른 자동화,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 확대와 직접 연결시키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수혜그룹과 비수
혜그룹 간 불평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증가에 따른 계층간 분열은 그룹의 결속
을 강화시키고, 그룹 내 반세계화, 반이민과 같은 공동의 가치를 공고히 하게
만들면서 그들과 다른 그룹 대한 적대감을 높인다. 이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자
신들의 직업과 이해에 직결되는 외부의 위협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강
력한 리더를 찾게 되면서 포퓰리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100)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주의로의 회귀를 핵심 선거공
98) Evernett and Fritz(2019), p. 6.
99) Albertazzi and McDonnell(2008), p. 2, 재인용; 조동희(2017), p. 3.
100) Inglehart and Norris(201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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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 내세웠던 이유도 미국 내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 약화와 경기 부진에
따라 산업 보호와 일자리 유지,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101) 트럼프가 공약한 보호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인 측면이 있다. 트럼프가 선택한 생산시설의 국내 이전,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기존 무역협정의 재협상 공약은 러스트 벨트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시와 노동자, 농민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직접적
이고 대증적인 일방주의 보호주의 정책은 경쟁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적합한 전략으로 인지되어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EU 내에서도 경제위기에 따른 대중의 불만 속에 포퓰리즘 정당이 진입하게 되
었다. 2016년 유럽의 포퓰리즘 정당은 주권 및 국경 강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
하며 지지세를 넓혀갔다.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일부 회원국 정당은
‘Auxit, Frext, Nexit’ 등을 표방하며, 자국의 EU 탈퇴 공론화를 추진하였
다.102) 브렉시트에 대한 Colantone and Stanig(2016)의 실증연구는 대중국
수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EU 탈퇴 득표율을 높였다고 분석하며 세계화로 인한
제조업의 도태를 포퓰리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포퓰리즘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비판받는다. 사회적으로는 선
거 당선을 위해 다수의 입장이라는 명목하에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조
장한다는 점과 정책 실행에 있어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
려는 성향 때문이다.103) 전통적인 경제적 포퓰리즘의 사례로 베네수엘라, 브라
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독재국가에서 시행되었던 재량적 통화정책을 들 수 있
다.104)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은 대부분 단기 경기부양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시키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바람
직하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105)
101) 이승주(2020), p. 98.
102) 조동희(2017), p. 4.
103) Rodrik(2018b), p. 196.
104) Sachs(1989), p. 5.
105) Rodrik(2018b),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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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EU 주요 회원국의 대표 포퓰리즘 정당 의석 점유 현황
(단위: %)

의석수 / 정원(점유율)

국가

정당

독일

AfD

프랑스

FN

2/577(0.3%)

하원
0/ 648(0%)

상원

EU 의회
0

3/348(0.8%)

2/96(2%)
21/74(28%)

영국

UKIP

1/648 (0.2%)

3/812(0.4%)

20/71(28%)

이탈리아

M5S

91/630(14%)

35/320(11%)

17/73(23%)

스페인

Pdemos

67/350(19%)

21/266(8%)

5/54(8%)

네덜란드

PVV

12/150(8%)

9/75(12%)

4/26(15%)

주: 1) 포퓰리즘 정당의 분류는 Inglehart and Norris(2016)를 따름. 독일은 연방의회(Bundestag) 기준.
2) EU 의회 정원은 해당국 할당분.
자료: 조동희(2017), p. 4.

3) 개도국의 보호무역조치 활용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에서도 보호주의적 무역조치가 성행하고 있다.
개도국 역시 시장개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개도국의 임금불평등 정도
는 선진국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106)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인 신보호무역
주의하에서 신흥국들도 선진국 못지 않게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조
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2019년 WTO에 통보된 TBT 통보 중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통보 건수는 1,751건으로 전체의 84%에 달하였고 WTO 출
범 이후 연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의 0.5% 증가에 비해 급속히 보호
주의조치가 확산되고 있다.107)
대표적으로 인도는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Make in India’ 정책을 추
진하면서 다양한 수입규제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는 제조업의 인센티브 대
상을 배터리, 자동차 부품, 네트워크 장비, 섬유, 식품가공업까지 확대하며 자
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촉발되고 있는

106) Gonzalez, Kowalski, and Achard(2015), p. 6.
107) KOTRA(2020b),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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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재편 움직임 속에서 자국의 GVC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탈중국 투자이전
수요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108)

표 3-2. 개도국의 관세인상 조치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주요 단행조치
· 1,390여 개 품목 관세인상(2020. 6. 20)
· 모든 수입제품 5% 추가관세 부과 검토 중
· 원유 및 정유제품 관세 10% 인상
· 세관 물품검사 전수 진행 등으로 통관절차 지연 및 보관세 징수

터키

· 철강, 섬유, 식기세척기, 자동차 엔진 부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인도

· 모든 수입 의료기기 품목에 건강세 5% 부과(2020. 2. 1)

관세 인상

자료: KOTRA(2020a), p. 7, 재인용.

4) 신 보호무역주의 전망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한 신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동결되거나 쉽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을 넘어 패권적 갈등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여 신보호무역조치 역시 쉽
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09) 특히 WTO 다자체제가 위기에 봉
착하면서 WTO 규범을 위반하는 무역조치가 적절히 규제되지 못하고 있고, 이
에 따라 보호주의가 쉽게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WTO의

108) KOTRA(2020a), p. 7.
109)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된 G20은 보호주의 확산을 동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8년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신규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 still) 및 보호조치
의 원상회복에 대해 주요국의 합의가 도출되고 이후 매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장벽 철폐가
논의되었다. 그런데도 보호무역조치는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무역분쟁도 증가하였
다. 2013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2016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연장하는 합의
가 도출되었고, 2015년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에서는 동결 약속을 재확인하였으며, 2016년 항저
우 회의에서는 20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과 원상회복을 약속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선언문의 합
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G20 정상들의 수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보호무역조치는 지
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일방적으로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
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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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가 마비된 상황에서 더는 WTO 다자규범에 구속되지 않고 자국의 무
역법을 앞세운 무역규제조치의 자의적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경기침체 상황 또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위기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
전염병 퇴치와 경기침체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국내적 보조조치를 동원
하게 되므로 보호주의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즉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른
보건위기 대응 과정에서 식량, 위생용품,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 전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재화에 대한 수출제한조치가 급증했다. WTO에 따르면 코로나19 발
생 이후 2020년 10월까지 100여 개 국가에서 약 128건의 수출 관련 조치,
134개의 수입 관련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약 50%가 자유
로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였다.110)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재정지원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IMF의 2020 재정 모니터링에 따르면 2020년 9월 11일 현재,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재정의 총합은 11조 7,000억 달러
로 추산된다. 세계 GDP의 12%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 투입은 단기적으로 유동
성 공급과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에도 함께 이
뤄지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산업지원과 보조가 만성적으로 계속된다면 WTO
보조금 규정에 합치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하에서
이러한 재정정책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보호주의정책의 유행이 계속
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110) WTO, “Goods Barometer signals trade resilience amid ongoing COVID concerns,”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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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세계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투입(GDP 대비 비중)

자료: IMF(2020a),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3).

나.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
1) 2018~19년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과정
미·중 간 무역갈등은 지난 20년간 양국의 경제력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이 있다.111)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미국
의 명목 GDP는 약 11조 달러인 반면 중국의 GDP는 1조 4,000억 달러로 미국
의 1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년도 되지 않은 2019년 IMF 통계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갖게 되었다. 2019년 중국의 GDP는 14조 달
러로 미국의 21조 4,000억 달러의 약 66%까지 올라섰다.

111) Alliso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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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미국과 중국의 명목 GDP 추이
(단위: 조 달러, %)

자료: IMF(2020b), “GDP, current pric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2).

IMF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성장률이 유지될 경우 2029년에 중국이 미
국의 경제규모를 앞지르게 된다. GDP를 구매력평가지수(PPP)로 측정했을
때 중국의 경제규모(17조 6,000억 달러)가 이미 미국(17조 4,000억 달러)
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출과 수입 등 무역규모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18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그림 3-8. 미국과 중국의 구매력 평가에 의한 GDP 비교
(단위: 조 달러, %)

자료: IMF(2020c), “GDP, Current price Purchasing Power Pair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2).

미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보호무역정
책을 추진했다. 기존의 보호무역조치가 통상 피해 기업이나 피해 산업의 문제
제기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무역구제조치가 발동
되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정책과 무역 왜곡
적 조치를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자국의 통상법과 무역협정법을 근거로 대통
령 권한을 이용한 무역규제조치를 추진했다.
[표 3-3]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를 원용하여 취한 보호무역조치의 사례이다.112)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미
국의 조치를 자국의 성장에 대한 견제 내지는 공격이라고 인지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 미국정부를 비판하면서 동일한 수준의 관세 부과로 대응하였다.

112)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2019), Annual Report to

Congress, p. 3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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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대상 품목과 근거법
2017년 기준
통상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수입품

관세(%)

수입액(억 달러)

세탁기

20~50

19

태양광 패널

30

52

알루미늄

10

166

철강

25

234

자동차

관세부과 추진

3,607

우라늄

관세부과 추진

22

중국산 수입품

10~25

2,348

자료: Congress Research Service(2019b), pp. 3-4.

미국의 대중 고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관세 대응은 2019년 연말까지 고조
되었다(그림 3-9 참고). 2018년 초 201조와 232조 부과 당시만 하더라도 해
당 조치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에 중국의 대응은 성명 발표와 미국
의 대중 수출품목 중 30억 달러에 해당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정도의 수준
이었다. 하지만 301조는 앞선 조치들과는 달리 중국만을 대상으로 취해졌고,
이에 따라 중국의 대응 역시 적극적이고 실질적이었다. 미국은 301조를 통해
서 미국 대중 수입액의 9.2%에 해당하는 1, 2차 리스트 324개 품목(500억 달
러)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 역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산 수입품에 대한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다시 미국은 3차, 4차
리스트를 발표하며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대부분 중국의
기계, 전자통신, 전자기기, 자동차 품목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무역구제조치를
취한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에 있었지만 사실상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견제로 평가된다.113)

113) 「미중 통상갈등의 양상과 전망」(2018. 4. 8),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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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미·중 간 고관세 부과 수입 규모 및 관세율 변화

자료: 「대신증권 ‘미중 무역분쟁에 코스피 1,850선 내줄 수도’」(2019. 8. 26),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11. 17)를
바탕으로 1단계 합의안을 반영하여 저자 재구성.

2)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
양국간 상호 관세인상 조치가 시작된 이래 2019년 12월 미·중 간 1단계 협
정이 있기 전까지 미·중 양국은 보복적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양국 경제뿐 아니
라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미·중 간 관세부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
화, 특히 미·중 양국간 무역 및 서비스 수지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대중국 상품
무역수지적자는 본격적으로 보복관세 부과가 시행된 2018년 3/4분기, 4/4분
기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1/4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
1/4분기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관세부과와 관계없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8년 3/4분기, 4/4분기를 거쳐 2020년 1/4
분기까지 상품무역수지적자가 증가했다. 같은 시기에 서비스 흑자 수준도 감소
하여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671억 달러 수준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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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과 무역갈등이 발생하기 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트럼프의 보호
주의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대중 상품무역수지만을
본다면 이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그림 3-10).

그림 3-10.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2).

그러나 무역지표가 아닌 시장균형과 후생 측면에서 무역전쟁의 영향을 살펴
본다면 상호 관세부과는 두 국가에게 모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 미·중 간 관
세전쟁의 영향을 초기에 분석한 Fajgelbaum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은 연간 약 510억 달러의 실질소득
이 감소하였고, 관세수입 증가 등 후생증가를 함께 고려한 순사회후생변화는
약 72억 달러의 순 실질소득 감소로 보고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다룬 다수의 실증분석은 공통적으로 미·중 관세전쟁이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
에게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Amiti, Redding,
Weinstein 2019; Zandi, Rogers, and Cosma 2019).114)
114) Amiti, Redding, and Weinstein(2019)은 2018년 관세 인상으로 인해 가구당 419달러의 추가부담
이 발생했다고 분석하였고, Zandi, Rogers, and Cosma(2019)에서는 무역전쟁으로 약 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GDP의 0.3%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Amiti, Redding, and Weinstei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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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2019년 초 수입품의 관세가 약 25%까지 올라가면서 국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대미 수출도 시장경쟁력이 기존의 약 75%까지 떨어졌
다. 그 결과 중국의 대미 수출이 약 35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115) 중
국의 경제성장도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 설비, 기계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투자
(FAI: Fixed Asset Investment)는 2019년 7월 전년대비 5.5% 증가하는 데 그
쳤으며, 산업생산 역시 2019년 중반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 경기성장이 둔화
되면서 소비자 구매심리가 약해지고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로 수입상품의 물
가가 상승함에 따라 소매수요도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9년 4월에는 소매판매
증가율이 지난 16년간 가장 낮은 7.2%를 기록했다.

그림 3-11. 중국의 중요 경제지표 성장률
(단위: %)

자료: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eiw Commision(2019), p. 5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2).

농산물의 경우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8년 미·중 간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대두를 제외하고 전년 수준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대두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중국이 2018년 12월 양국간
Zandi, Rogers, and Cosma(20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8).
115) Nicita(201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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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재개에 따라 대두 54만 톤을 즉각 수입하기로 약속한 결과이기 때
문이다.

표 3-4. 미국의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총수출
연도

식품,

음료,

가축

담배

대중국 총수출

대두

총수출

식품,

음료,

가축

담배

대두

총수출

2016

99.7

7.8

22.9

130.5

5.5

0.3

14.2

20

2017

102.9

7.9

21.5

132.4

5.6

0.3

12.2

18.1

2018

107.9

8.2

17.2

133.3

4.5

0.3

3.1

7.9

2018. 1~8

71.9

5.7

11

88.5

3.3

0.2

3

6.6

2019. 1~8

69.3

5

10.7

85

2.7

0.1

4.5

7.3

자료: Schott(2019), “Will Farmers Gain from the New US-China Trade Tru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8), 재인용

3) 1차 합의의 주요 내용과 평가116)
2020년 1월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류허 부총리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였다. 동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12월 15일에 부
과하려고 했던 4차 관세부과 품목 중 1,6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2019년 9월 1일부터 4차 리스트에 포함되었던 1,200억 달
러 규모의 품목에 부과 예정이던 관세를 15%에서 7.5%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
세 차례에 걸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관세를 부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1단계 합의로 변화된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은
19.5%에서 17.8%로 소폭 하락하게 되었다.
중국은 1차 합의로 2019년 12월 15일부터 부과할 계획이었던 3,361개 미
국산 수입품 목록에 대한 4차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12월 15일부터 적용
하기로 한 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116) 연원호 외(2019)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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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였다. 다만 중국은 2019년 9월 1일부터 부과 중이었던 10%의 추가관세
를 비롯한 기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는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동시에
2년 동안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
로는 1차 연도인 2020년과 2차 연도인 2021년에 나누어서 공산품 770억 달
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524억 달러, 서비스 379억 달러를 2017년 수
준에서 추가하여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표 3-5.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입 계획
(단위: 억 달러)

구분

2020

2021

합계

공산품

329

448

777

농산품

125

195

320

에너지

185

339

524

서비스

128

251

379

합계

767

1233

2000

자료: USTR,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단계 합의문은 추가관세와 기존 관세에 대한 합의 외에도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확대, 양자 평가 및 분
쟁해결, 최종 조항의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117)

4) 최근의 상황과 향후 전망

가)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 상황
중국이 약속했던 2020년 2월부터의 중국의 대미 수입확대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1단

117) 구체적인 내용은 연원호 외(2019)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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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속은 2017년보다 약 2,000억 달러 증가한 대미 수입확대를 2020년과
2021년의 2년에 걸쳐 달성한다는 약속이었다. 따라서 2020년 중에 2017년
대비 767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대미 수입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표 3-6).

표 3-6.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2020년 중국의 대미 목표 수입액
(단위: 억 달러, %)

2020 1단계합의

2017 수입액

공산품

779

329

42

1,108

농산품

241

125

52

366

추가수입액

추가 수입액 비중

2020 목표

구분

수입액

에너지

68

185

272

253

합 계

1,088

639

59

1,727

자료: USTR,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피터슨 국제무역연구소는 1단계 무역협정 이행 상황을 분석하면서 중국이
목표 수입액을 달성할 가능성을 53%로 추정하고 있다. 공산품은 2017년 수입
액 779억 달러에 추가 구입 목표액인 329억 달러를 합한 1,108억 달러의 미국
산 공산품을 중국이 수입해야하는데, 2020년 9월 기준으로 477억 달러를 수
입해 9월 목표액 827억 달러의 5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
의 경우는 2017년 중국의 대미 농산물 수입액인 241억 달러에 추가로 구입해
야하는 125억 달러를 더한 366억 달러를 수입해야 하는데 2020년 9월 현재
목표치의 52% 수준인 129억 달러가 수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118) 에너지 수
출액은 2017년 수입규모인 68억 달러에 추가 185억 달러를 수입해 총 253억
달러를 수입하는 것이 2020년 목표액인데 9월 현재까지 53억 달러를 수입해
목표 달성률은 35%이다.

118) 다만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 현재까지 약 230억 달러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중국이 구입함
으로써 1차년도 목표치의 71%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USTR, “USTR and USDA Release
Report on Agricultural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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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추이: 전체 상품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PIIE(2020), “US-China phase one tracker: China’s purchases of US goo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7).

그림 3-13.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추이: 상품별
(단위: 십억 달러, %)

공산품

농산물

에너지

기타

자료: PIIE(2020), “US-China phase one tracker: China’s purchases of US goo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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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전망
코로나19 발생 초기 관리 실패를 놓고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미
대선 전까지 양국간 대립과 갈등은 고조되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
나19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
고 지지율 급락의 위기를 맞아 상황 반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국과의 갈등 확
대를 최대한 활용하였다고 판단된다.119)
향후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중장기적인
미·중 대결과 갈등의 본질이 대선 결과에 따라 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미국의 대중국 공세와 압박은 점진적
으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대중 공세에 있어서 기존 전통
우방과의 신뢰 및 협력을 통해 다자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대외관계에서 갈등에 앞서 외교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것으
로 보이기 때문에120)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극단의 대립은 서로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바이든 신 행정부가 EU·일본·캐나다 등 전통 우방과의
협력을 통한 대중 견제 내지 봉쇄전략이 양자적 공세보다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Pivot to Asia가 바이든 신 행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으로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중 갈등은 전선을 넓혀 안보를 포함한 새로운 대결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결국 향후 미·중 갈등은 국제무역에서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고정 상수가 되었으며, 글로벌 무역환경 전망에 빠뜨릴 수 없는 요인으로
세계경제와 무역에 불확실성을 배가할 것이다.
119) 대표적으로 對화웨이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연이은 국방수권법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중국 기
업과의 거래 제재 사례를 들 수 있다.
120) U.S. Global Leadership Coalition(2020)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제시
된 6가지 핵심 대외정책에 외교 최우선, 전통우방과의 관계 복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U.S. Global Leadership Coalition(2020), “6 Foreign Policy
Takeaways from the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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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가. 세계 무역의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
세계 무역의 중심은 이제 상품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신서비스에서부터 운송, 금융, 교육, 관광, 환경서비스에 이
르기까지 서비스 무역은 지난 10여 년간 빠른 성장을 계속하였다. 최근 맥킨지
보고서(2019)에 따르면 부가가치로 본 서비스 무역액은 2017년 약 13조
4,000억 달러를 기록하여 부가가치로 본 상품무역액 1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언급하고 있다.121) WTO의 서비스 무역 실험적 통계(TISMOS: Trade in
Services data by Mode of Supply) 역시 2017년 세계 서비스 수출액을 13조
4,000억 달러로 측정하고 있어 맥킨지 보고서의 추정과 차이가 없다(그림
3-15 참고). 이러한 통계는 세계 무역의 중심이 서비스 무역이라는 점을 잘 나
타내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보
다 쉬워질 것이라는 점과 상품생산에 있어서 중간투입재로서의 서비스 활용도
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비
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121)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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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부가가치로 본 2017년 서비스 무역액
(단위: 조 달러)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p. 7, Exhibit E3을 변형.

그림 3-15. 부가가치로 본 서비스 무역액 추세
(단위: 조 달러)

자료: WTO, TISMO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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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WTO 통계에 따를 경우 서비스 무역 가운데 상업적 주재(모드 3)가 전
체 서비스 무역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 무역을 주도해온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다음은 국경간 서비스(모드 1)로 서비스 무역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그림 3-16, 3-17 참고).

그림 3-16. 서비스 무역의 모드별 증가 추이(2005~17년)
(단위: 조 달러)

자료: WTO, TISMO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7. 서비스 무역의 모드별 구성비(2017년 기준)
(단위: %)

자료: WTO, TISMO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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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형태별로는 유통 및 금융서비스(distribution and financial
services)가 서비스 무역에서 각각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컴퓨터
및 R&D 서비스, 운송, 관광 서비스가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8).

그림 3-18. 서비스 무역 형태별 구성비(2017년 기준)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WTO, TISMO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아울러 전체적으로 서비스 무역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서비스 수출에서 개도국의 비중은 2005년 14.7%에서 2017년 25.2%로
약 10.5%p 증가했다. 서비스 수입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
림 3-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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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최빈)개도국의 서비스 무역 점유율
(단위: %)

자료: WTO, TISMO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서비스 무역이 중요한 것은 상품무역과 같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로 인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 외에도 유통, 통신, 금융, 상·하수도
와 같은 경제나 산업의 기초 인프라인 경우가 많아 경제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국내기업 차원에서도 해외 서비스와의 경쟁 또는 생산요
소로서의 서비스 사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무역
은 경제 내 불평등의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서비스는 제조업보다 그
특성상 성차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서비스 무역은 상품무역에 비해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도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이
러한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줄일 수 있기도 하다.
향후 국제무역의 서비스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서비스 무역비용의
감소와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용이성 제고 등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상품과 서비스의 경계를 허물면서 기업 입장에서 세계 각지에
있는 더 많은 소비자 및 수요자와의 연계를 쉽게 만들어 효율적인 아웃소싱이
나 판매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제고도 환경 서비스
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WTO는 2040년이 되면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봐도 상품교역을 넘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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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화 또한 세계 무역의 중요한 특징이다. 향후 세계 무역은 디지털 기술
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거래비용 감소와 서비스 무역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
를 내면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ICT 상품과 ICT 서
비스, 그리고 디지털 전송 가능 서비스의 세계 무역 증가세는 뚜렷하다.
UNCTAD의 통계에 따르면 ICT 상품의 세계 수출은 2005년 1조 3,000억 달
러에서 2018년 2조 2,000억 달러로 증가하며 연평균 4.3% 성장해왔다. 특히
통신장비와 전자부품은 같은 기간 각각 연평균 7.2%, 7.3%의 증가율을 보여
3%대의 상품무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3-20).

그림 3-20. ICT 상품의 세계 수출 추이
(단위: 조 달러)

자료: UNCTAD, UNCTAD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2).

ICT 서비스의 세계 수출도 2005년 1,734억 달러에서 2019년 6,357억 달
러로 3.7배 증가하였으며, 디지털 전송이 가능 서비스 수출도 2005년 1조
2,000억 달러에서 2019년 3조 2,000억 달러로 2.7배가 증가하였다(그림
3-21 참고) 특히 ICT 서비스 수출은 2005~19년 동안 연평균 9.7%로 증가해
일반 서비스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6.1%를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3-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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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ICT 서비스 및 디지털 전송 가능 서비스의 세계 수출 추이
(단위: 조 달러)

자료: UNCTAD, UNCTAD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2).

그림 3-22. ICT 서비스 및 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일반 서비스의 증가세
(단위: 조 달러)

자료: UNCTAD, UNCTAD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2).

한편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액 증가세를 보면 2014년 1조 2,000억 달
러에서 2023년 6조 5,0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19.3%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상품
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6개월 동안 온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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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외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세계적으로 57%에 이른다는 보
고도 있다.122)
그림 3-23.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액과 그 비중
(단위: 조 달러, %)

자료: Chaffey(2020), “Forecast growth in percentage of online retail/E-commerce sales 2017 to 20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6).

향후 ICT 접근성이 세계적으로 계속 개선되면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생산 및 소비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의
디지털화와 서비스화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림 3-24.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와 이동전화 가입자 수(인구 100명당)

자료: ITU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database(검색일: 2020. 10. 26).
122) Orendorff(2019), “Global Ecommerce Statistics and Trends to Launch Your Business
Beyond Bord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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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진화
1) 글로벌 가치사슬의 둔화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무역이 전체 무역의 2/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글
로벌 가치사슬은 현 세계 무역구조에 있어 핵심적인 특징이다. 글로벌 가치사
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간재 무역의 급속한 팽창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빠
르게 확대되었다. 특히 기술발전에 따른 수송비용의 절감 덕분에 생산공정을
분할해 세계 다양한 지역에 최적화시킴으로써 생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에 임금이 저렴한 아시아지역으로 해외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아
시아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1990년에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20%였
던 것이 2019년에는 26%로 상승해 6%p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유럽으로 유
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42%에서 35%로 떨어져 7%p가 감소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그림 3-25 참고). 글로벌 기업들은 아시아지역에 노동집약적 생산공
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그들의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림 3-25. 세계 지역별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STOCK 기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CTAD, UNCTAD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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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6]에서 2000년과 2007년의 전방 및 후방 가치사슬
참여도를 비교해 보면(○→□) 소득에 관계없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
나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보면(□→△) 상위 소득국가를 제외하고 중위
소득국가와 하위 소득국가는 모두 전방과 후방 가치사슬 참여도가 하락하였다.
상위 소득국가의 경우, 전방참여가 오르는 것 외에 후방참여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07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치사슬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연결고리가 느슨해졌음을 시사한다.

그림 3-26.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추이

주: 세로의 수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의미함. 동 수치는 해외부가가치와 해외로 수출되는 국내부가가치의 합을
전체 수출로 나눈 값임.
자료: WTO(2019a), p 5를 인용하여 저자 작성.

실제로 총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
고 있는 반면 해외부가가치는 2008년 이후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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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및 해외부가가치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EORA GVC, https://www.worldmrio.com/unctadgvc/(검색일: 2020. 6. 9).

이러한 경향은 특히 상품생산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이후 감
소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총 상품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2007년
28.1%에서 2017년 22.5%로 떨어졌으며, 교역비중 감소 현상은 컴퓨터와 전
자제품, 전자기기, 자동차, 화학, 운송장비, 섬유, 광업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났
다(그림 3-28). 교역비중의 감소는 가격 및 무역량 자체의 감소도 그 원인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상품생산 자체에서 교역의 비중이 감소한 데 있다. 아울러 이
러한 교역비중의 감소는 특히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중국 내에서의
변화와 관계가 깊은데, 이는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 제고 및 소비 확대와 연동되
어 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중간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반도체
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쪽으로 제조생산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 경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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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생산대비 교역(수출) 비중의 변화
(단위: %p)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p. 33, Exhibit 3, 재인용.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식중심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기초하여 급속히 팽창해왔던 글로벌 가치사슬
이 점차 지식 중심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임금에 기반을 둔
상품생산 가치사슬이 축소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
에서 저임금 국가에서 고임금 국가로의 수출이 2007년에는 총수출의 55%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43%로 떨어졌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이에 따
라 세계 무역이 점차 인건비보다 전문화(예: 숙련된 노동력), 자원접근성, 시장
접근성, 기초 인프라의 우수성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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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저임금 기반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단위: %)

주: 1) 저임금 기반 수출은 수출국의 1인당 GDP가 수입국의 1인당 GDP의 1/5 미만인 경우로 정의.
2) 노동집약형 산업: 섬유와 의류, 가구 등. 지역가공산업: 식품 및 음료, 제지 및 인쇄, 유리 및 도자기, 고무와 플라스틱,
금속. 자원집약형산업: 농업 및 광업, 에너지 등.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p. 36, Exhibit 5, 재인용.

글로벌 가치사슬이 지식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산업에서 가치는 단순 상품생산이 아닌 R&D나 디자인과 같은
전방참여(upstream) 활동이나 혹은 운송, 마케팅, 사후 서비스와 같은 후방참
여(downstream) 활동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전반적으로 무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물리적 공장 건설이나 장비 구입에 대한 투자를 능가하고 있다. 즉
R&D와 브랜드, 소프트웨어, 지재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에 대한 지출이 총수익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5.4%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13.1%로
7.6%p 급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현저하
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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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총수익 중 무형자산 지출 비중의 변화(2000~16년)
(단위: %p)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p. 37, Exhibit 6, 재인용.

3)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
글로벌 가치사슬은 2008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지역화 경향을
보이면서 역내 교류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유럽(독일), 북미(미
국), 아시아의 3개 가치사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가치사슬이 확대되
는 과정에서 독일, 일본, 미국이 각 지역의 거점으로 발달하였고, 동시에 지역
간 직·간접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미국은 일본, 한국 등 아시아는 물
론 남미의 브라질과 활발히 교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7년에는 중국
이 일본을 대신해 아시아의 거점으로 부상하였으며, 2000년과 비교할 때 지역
간 거래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2017년에는 3개 지역 사이에 상호 유의할
수준의 직접적인 교류는 감소하였으며, 대신 각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역내 교
류가 발달하였다.123)
각 지역별로 2000~17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를 보면 아시아지역은 2000년
이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지역거점으로 부상했으며, 이는 중국이 세계의 공

123) WTO(2019a),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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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서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음을 반영한다. 또한 복잡한
가치사슬 무역에서도 중국이 미국 및 유럽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데, 이는 중
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124) 그러나 고부가가치 산업
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독일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IT 산업의 경
우, 미국과 일본이 지역 거점으로서 역내에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공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25) 서비스의 경우, 중국이 일본의 자리를 대신하여 지역
거점으로 부상하였지만 복잡한 상품 생산에 요구되는 첨단기술 서비스 부재로
미국과 독일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6)
유럽은 역내 가치사슬 무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점차 다른 지역과의 교
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
슬에 편입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 내 지역화가 심화되었다.127)
한편 아시아 역내에서 북미와 유럽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128) 북미
는 NAFTA 발효로 지역화가 심화되다가 중국의 세계 무역 참여 이후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면서 세계와의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129) 이러한 지역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추이는 전방참여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그림 3-31
참고).

124) WTO(2019a), p. 28.
125) Ibid., p. 29.
126) Ibid., p. 30.
127) World Bank(2019), p. 24.
128) World Bank(2019), p. 24; WTO(2019a), p. 20.
129) Ibid.,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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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전방 참여도

주: 제조업에서 국경을 두 번 이상 넘는 가치사슬(Complex GVC) 중 전방참여도 기준.
자료: WTO(2019a)를 인용하여 저자 작성.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술집약적, 지역화 경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
로 계속 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보다 안
정된 부품 조달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거나 산업발전에 핵심이 되는 부
품의 국내공급능력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
화하면서 2, 3차 생산공급망을 연계해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
상된다. 아울러 글로벌 가치사슬은 향후 대소비지 인근을 중심으로 이동할 가
능성도 높다. 이는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빠르게 대응함
은 물론 유사시 회복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
후 소비활동의 증가가 예상되는 중국과 아시아의 중요성을 정책에 적절히 반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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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시사점
가. WTO의 무역정책 검토 및 감시기능 강화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점차 확대되어온 보호
무역 색채의 무역제한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부과와 맞물리면서
일부 개도국도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다양한 무역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WTO는 무역정책검토기구를 중심으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매년
무역환경변화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OECD 및 UNCTAD와 공동으로
연 2회 무역제한조치의 변화 추이 보고서를 작성 및 배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고서의 발간과 배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무역제한
조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그 실질적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G20 국가를 대
상으로 한 무역규제조치도 G20 정상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G20 국가의 무역규제조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없다. 이는 현재의 WTO 통
보기능이 수입제한조치의 감소 및 무역자유화 확대 측면에서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함을 의미하며, WTO의 기능 강화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미·중 통상마찰도 결국 WTO 다자체제의 기능, 특히 3대 기능이 효과적으
로 작동했다면 세계경제나 무역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줄었을 수도 있
다. 즉 협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거나 또는 무역정책검토
를 통해 사전에 문제가 있는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또는 분쟁해결기능
을 통해 일방의 관세조치에 즉각적인 압력이 취해졌다면 미·중 통상마찰은 좀
더 완화된 형태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착과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는
WTO 다자체제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하나는
WTO 다자체제의 기능 강화 측면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는 회원국에 대한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45

WTO의 무역정책 감시나 검토가 불충분하므로 WTO의 기능을 강화하여 무역
정책검토나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관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WTO의
개혁과 연결되며, 특히 통보의무 강화나 TPRM의 실효성 제고, 분쟁해결제도
의 강화 등과 직접 관계된다.
다른 하나는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미·중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현
재와 같이 DDA를 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또한 상소기구의 기능 정
지에 대해서도 주요국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WTO의 기능 강
화가 가능하고 실제 적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즉 현재와
같이 주요국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서 컨센서스가 필요한 WTO 기능 강화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
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결국 WTO 차원의 기능 강화는 현 상
태에서는 당분간 불가능하며, 그보다는 복수국간협상을 통해 특정 그룹안에서
수입규제를 자제하자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결국 WTO 출범 이후 변화하는 세계 무역환경은 WTO 다자체제의 기능 강
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실질적으로 주요국간 대립 상황에서는 WTO
다자체제가 아닌 복수국간협상을 통한 특정 그룹 안에서의 수입규제를 자제하
는 정도가 더욱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WTO가
갖는 위상을 고려하여 무역정책검토 및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회원국의 자
발적인 노력과 기여가 필요하며, 이 부분이 WTO 다자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주
도해 나갈 분야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접근 개선 측면에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아세안 등 개도국의 무역규제조치 확대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회원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WTO 다자체제의
무역정책검토 및 감시기능 강화는 우리가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 및 장기화와 관련하여 바이든 신 행정부가
WTO 개혁 이슈를 두고 전통 우방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추구할 경우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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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할 필요도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제2의
Pivot to Asia정책을 추진할 경우 WTO 안에서도 개혁을 놓고 미국을 중심으
로 한 전통우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전개
될 수 있다. 혹은 WTO 개혁을 놓고서도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그룹이 형성되
어 일정한 규범 개혁을 추진하는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
어 놓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 서비스 무역 및 가치사슬 연계의 중요성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향후 서비스가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WTO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관련 다자 또는 복수국간협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서비스협상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 문제는 서비스 관련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다. WTO/DDA 서비
스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로 향후 진전 가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서비스
관련 국내 투자 원활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서비스 양허 및 관련 국내 규제는 수
년 전부터 사실상 특별한 진전 없이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WTO 밖에
서 서비스복수국간협상(TiSA)이 개시되어 추진되어왔으나, 미 트럼프 행정부
이후 관심 저하에 따라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출
범하면 미국이 TiSA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 협상 진전이 가능할 수
도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
내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WTO 서비스협상이나 TiSA의 진
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국내 문제에 집중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서비스 무역의 핵심 부분에 대한 국내 제도를 정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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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비스협상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CPTPP나 중국의 양
자 FTA 협상에 대비하여 서비스에서 시장개방을 확대할 분야를 결정하고
WTO 서비스협상이나 TiS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
가 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이 점차 지역화 및 지식중심화되고 있는 추세와 관련
하여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
문에 지역 가치사슬의 안정화 차원에서 통상협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여
기에는 WTO 다자협상도 포함된다. 따라서 WTO 협상에서도 동아시아 역내
가치사슬(Within value chains)의 안정화 관점에서 역내 국가간 무역자유화
내지 시장접근 개선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을 중심으로 한 북미 가치사슬 및 EU 중심 가치사슬과의 연계도 중요하기 때문
에 기존 미국 및 EU와의 FTA를 활용하여 지역 가치사슬을 연계하는(Between
value chains) 전략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와의 가치사슬 연계는 서
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아울러 미국 및 EU 중심 가치사슬과의 연계는
가치사슬이 지식중심으로 고도화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 즉 미국 및 EU 중심 가치사슬과의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상품
및 서비스, 기술의 수입과 함께 경쟁을 통해 우리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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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이 장에서는 WTO 다자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변화와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바를 새로운 다자협상의 대응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는 우리나라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우대를 요구하
지 않기로 한 지난 해 정부 결정과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WTO 다
자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개도국임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
은 향후 우리나라 다자협상의 목표와 전략에도 큰 영향을 준다.
한편 개도국우대는 근본적으로 개도국의 개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는
현재 WTO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개도국 우대조항은 GATT/WTO를 거치
면서 개도국의 개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민해온 결과물이기 때문이
다. 이에 여기서는 먼저 GATT/WTO에서 개발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어왔는
지, 그리고 DDA에서 개발이슈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본 다음 개도국의
개발 문제라는 더 큰 시각에서 개도국우대를 살펴본다. 이후 우리나라의 개도
국우대 중단 결정 과정과 의미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주장 중단 결정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모색해 본다.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가. GATT 시절의 개발 문제
WTO 협정문은 개도국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선진국이 개도국을
보다 호혜적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
감축에 있어서 개도국에게는 선진국보다 긴 관세감축 기간을 부여한다든지 또
는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 진입을 위하여 개도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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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WTO 조항을 ‘개도국우대(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 조항이라고 부른다. WTO에서 개발 문제의 핵
심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요구와 관심을 WTO 협
정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모아지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WTO 협정문에 있는 개도국 우대조항이 개발협상 시 논의의 중심에 있다.
WTO에서 개도국우대는 통상 ① 시장개방 약속(예, 관세철폐 등)을 준수하
는 데 있어서 개도국에게는 보다 긴 이행기간(longer time period) 부여 ② 개
도국의 무역기회(시장진입)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measures) ③ 개도국의
(수출) 관심품목을 보호해 주는 WTO 조항(provisions) ④ 개도국의 WTO 의
무 이행능력 및 분쟁해결 대처능력 등에 대한 지원(support) ⑤ 최빈개도국
(LDC: Least-developed Country)에 대한 특별 규정(provisions) 등과 같은
6가지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WTO 사무국은 무역개발위원회(CTD: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요청에 의거 개도국 우대조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WTO 협정문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있다.130) 이에 따
르면 WTO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개도국 우대조항은 총 155개로 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 보호 목적의 조항이 4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WTO상의 의
무이행에 있어 융통성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모두 44개가 있다. 그 외 시장개방
약속을 이행하는 데 보다 긴 이행기간을 허용하는 조항은 27개, 개도국 기술지
원과 최빈개도국 관련 특혜 조항이 각각 25개로 그 다음을 잇는다. 개도국의
무역기회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의 조항은 15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참고).

130) WTO,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in WTO Agreements and Decisions - Note by the Secretariat, WT/COMTD/
W/239, 12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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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개도국우대의 유형별·WTO 협정별 분류

GATT 1994

무역

관심

조치의

장기

기회

품목

융통성

이행

증진

보호

제공

기간

8

13

4

GATT 1994 BOP 양해
농업협정문

1

TBT

9
2

3

10

TRIMs

지원

LDC
관련

계*

특혜
25/25

1

SPS

기술

1
1

2/2
3

2

2

2

1

9

1

2

14/13
6/6

3

28/25

1

4/3

GATT 1994 제6조

1

GATT 1994 제17조

1

수입허가절차

3

보조금 상계관세

2

10

1

1

4

4

분쟁해결절차양해

7

1

정부조달협정

3

6
3

7

7

9

26/10

47

44

27

25

25

183/155

세이프가드 협정
GATS

3

1/1
2

TRIPS

15

1

8/8

1

4/4

7

19/16
2/2

2

무역원활화협정
계

4

2

2

15/13

1

3

6/6

1

2

11/11

1

2

12/10

주: * 좌측의 숫자가 우측 보다 큰 것은 관련 조항이 1개의 이상의 S&D 유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조항 자체는
우측의 숫자가 나타냄.
자료: WTO,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in WTO
Agreements and Decisions - Note by the Secretariat, WT/COMTD/W/239, 12 October 2018, pp. 5-6에서
번역하여 재인용.

GATT 출범 초기에는 개도국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었다. 이는 GATT가
원칙적으로 모든 체약국들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바나 헌장에 특정 산업이나 농업의 개발을 위해 다른 체약국
의 허락하에 무역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는 이후에 1948년
GATT 제18조로 편입되었다.
개도국 개발 문제는 초기 라운드인 다자간 관세감축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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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협상에 참여한 개도국들은 유치산업 보호를 내세워 일부 상품에 대
한 관세감축 면제를 요구하였고, 선진국들이 이를 검토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1955년 처음으로 GATT 체약국단은 국제수지 보호를 이
유로 수입제한을 할 수 있다는 GATT 18조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제18조
의 주해를 통하여 처음으로 ‘비상호주의(non-reciprocal)’ 개념을 인정하였
다.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져 1965년에는 GATT 제4부, 소위 개도국의 무역
과 개발에 관한 장(chapter)이 제정되었다. GATT 제4부는 개도국을 위해 ‘비
상호주의(non-reciprocal)’ 개념이131) 공식 인정되고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 1964년에 GATT 안에 무역개발위원회가 설립되어 GATT 제4부의 조
항을 검토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무역개발위원회 검토 결과는 GATT
제4부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으나, 개도국이 무역자
유화를 이행하고 GATT 규범을 준수하는 데 있어 유리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쿄라운드에서는 개도국우대의 전기로 거론되는 권능조항이 채택되었다.
권능조항은 GATT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로, 개도국에
게만큼은 특별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능조항으로 인
해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특별하고 우호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제도132)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GSP제도하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나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비상호주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GSP는 그 혜택
을 제공하는 국가가 대상이 되는 개도국이나 대상 품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131) 비상호주의란 선진국이 개도국에 어떤 양허를 제공할 때, 그 대가로 개도국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기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은 GATT 4부가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선
언적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개도국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132)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적 시장접근 조치로 1971년부터 제공
되어왔다. 법적 근거는 1979년 도입된 권능조항이지만, 그 이전부터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
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교역조건이 악화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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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다. 권능조항은 또한 개도국이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할 때도 법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개도국 사이에서의 지역
무역협정을 통한 특혜관세 적용은 이로써 MFN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개발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GATT 1947
에 있는 개도국을 위한 조항들이 대부분 그대로 GATT 1994로 넘어왔다. 예를
들어 GATT 1994 37조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관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
으로 관세철폐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일반협정
(GATS) 제4조도 개도국의 서비스 양허가 그들의 국내 서비스 공급능력 및 경
쟁력 제고와 연계됨을 인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TBT나 SPS협정에서도 기술
규제나 표준, 동식물위생조치의 준비와 적용 등에서 개도국의 금융이나 무역능
력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GATT 1947상의 무역협상에
서의 비상호주의가 GATT 1994에서 보다 구체화되었고 기타 개도국의 의무
이행과 규범 준수에서 다양한 융통성과 잠정 유예기간이 인정되었다.133)

나. DDA에서의 개발 의제
도하각료선언은 개도국의 개발 문제를 핵심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GATT/UR
다자무역체제가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개발, 고용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개도국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었다. 이에 DDA에서는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세부 작업프로그램에서 개도국우대를 구체화하였다. 예
를 들어 도하각료선언 44항은 “모든 개도국 우대조항이 WTO 협정문 내부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확인하고, 개도국 우대조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강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데 합의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아울러 ‘이행 관
련 문제 및 관심사에 관한 결정(Decision on Implementation-Related

133) 이에 대해서는 남상렬, 권 율(2002), 『DDA 무역과 개발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제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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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and Concerns)’134)에서는 무역개발위원회(CTD)로 하여금 현행
WTO 협정문 내의 개도국우대조항 중 어떤 조항이 구속력 있는 의무조항인지
를 확인하고 의무조항이 아닌 경우 의무조항으로 바꾸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위임하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역개발위원회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들이 개도국 우대조항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
아보도록 지시하고 있기도 하다.135)
이에 DDA에서는 ① 개도국 우대조항의 원칙과 목적 ② 개도국 분류 및 졸업
문제 ③ 감독기구의 설립 등을 공통 이슈로 선정하고 이를 논의하는 한편 권능
조항, 개도국의 무역기회 증진 관련 조항, 의무이행과 규범 준수를 위한 융통성
관련 조항 등으로 세부 조항별 협상을 추진하였다.
무역개발위원회 회의에서 개도국의 입장은 아프리카그룹이 주도하는 G90
가 대표하고 있다. G90의 입장은 대체로 기존의 개도국 우대조항을 법적 구속
력 있는 조항으로 전환,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유예기간을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 개도국 우대조항의 적용 및 활용을 검토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등으로 요약된다.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우대는 인정하지만 동시에
개도국의 참여와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개도국 분류 및 졸업 문제에 대하여 개도국은 자의적인 개도국 구분에 반대
하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합
리적인 분류기준과 경제적 근거에 기초하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 및 무역여건이 유사한 회원국에게는 유사한 수준의 대
우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감독기구 설립 문제에 관해서
는 일반적 지지를 표명하는 수준이다.
2005년 홍콩 각료선언은 도하각료선언에서의 개도국우대에 관한 내용을 재
134) WTO, WTO Ministerial Conference,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Decision Of 14 November 2001, WT/MIN(01)/17, 20 November 2001.
135) WTO, DOHA WTO MINISTERIAL 2001: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
1, 20 November 2001(도하 각료선언문 개도국우대 부분, para 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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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136) 이후 무역개발위원회 회의는 상당 기간 공전 상태
가 계속되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는 개도국의 개발 문제를 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개도국은 현행 WTO 다
자체제하의 무역자유화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게끔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개도국은 지난 우루과이라운
드 협상 종료 이후 개도국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UR 시장개방의 혜택은 대부분 선진국이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
다. 따라서 이번 라운드에서는 개도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개도국우대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 개도국의 시각이다.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우대의 근본 취지에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일부 이를 악용
하고 있는 회원국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악용은 개도국에 대한 분
명한 정의가 없어 자기선언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제라도 이를 적절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WTO의 그 어떤 회원국도 영원히 개도국에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졸업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개발 이슈는 사실상 공전을 거듭하였으나 2013년 발리 각료회의에서 개도
국 우대조항의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검토할 감시기구(monitoring
mechanism)를 설치한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개발위원회 산
하에 감시기구가 설치되어 WTO 협정문과 각료선언 및 일반이사회의 결정문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도국 우대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 작업이 시작되었다. 당초 감시기구의 활동은 개도국 우대조항이 효과적으
로 이행될 수 있도록 회원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협상 진전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이 감시기구를 보
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 이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선진국은
감시기구의 분석을 통해 많은 개도국이 개도국 우대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136) WTO, WT/MIN(05)/DEC22 December 2005, DOHA WORK PROGRAMME(홍콩 각료선언문
개도국우대 부분 para 3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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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개도국은 감시기구의 분석이 개도국들이
동 우대조항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밝히려 하는 서로 상이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감시기구는 최근까지 10번이 넘는 회의에도 불구
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는 개발 이슈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상대적으
로 입장 차가 적은 최빈개도국 문제를 논의한 결과, 최빈개도국산 상품에 대해
서는 원산지규정 적용상 특혜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최빈개도
국의 서비스 무역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빈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대한 특혜를 주는 내용의 각료결정문이 채택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제11차
각료회의도 개발이슈에 대한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DDA에 대한 선진국과 개
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 합의된 각료회의 문서에는 DDA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에 앞으로도 개발 문제에 대한 성과 도출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제11차 각료회의가 사실상 DDA의 종료를
알리는 회의라고 평가하기도 한다.137)

다. 최근 WTO에서의 논의 동향
제11차 부에노스아이레스 각료회의 이후 공전을 거듭하던 개발협상은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 그룹이 그동안의 제안을 검토하여 수정제안을 함
으로서 다시 회원국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0년 3월의 새 제안은
기존 제안을 중심으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시킨 특징을 가지고 있
다.138) 아프리카 그룹의 제안은 무역 관련 투자조치와 국제수지조항, SPS,
TBT, 보조금 상계관세, 권능조항, 지재권, 가입 등 10가지 분야에서 현존의 개

137) 서진교 외(2018b) 참고.
138) WTO, G-90 Agreement Specific Proposals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JOB/DEV/60, 9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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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의 우대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
다. 특히 개도국우대가 WTO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자 개도국과 최빈개도국
이 세계 무역체제에 들어가기 위한 선결조건임을 강조하며, 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WTO가 보다 포
용적이고 개발 위주의 다자체제(inclusive and development-orient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개도국우대조항이 효
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개발이 핵심 의제이고 또한 최빈개도국이 도움을 필
요로 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개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기존 시
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와 접근 방식이 있어야만 선진국과 개도국 공통의
이해기반이 만들어지며, 논의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개
발협상은 여전히 접근 방법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시각 차이가 남아 있으며,
특히 DDA 지속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은 이
상 어떤 진전이나 합의 도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 개발 이슈 관점에서 본 개도국우대
DDA 출범 이후 무역개발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개도국우대와 개도국지위 문
제를 포함한 개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개도국우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개도국 주장의 핵심은 자신들이 직면한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도국우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WTO 협정문 안에 포함된 개도국 우
대조항들은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또한 개도국이 이를 적절
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는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서는 선진국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우
대의 필요성 자체는 WTO 회원국 사이에 공통의 이해가 마련되었으며,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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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도국 간 입장 차는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와 같은 개도국우대가 개도국의 경제발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
든 개도국에게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에는 선진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도국의 대응논리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
으로 선진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선진국도 그
들과 개도국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중에서도 앞
선 개도국이 있으며, 이런 개도국에게까지 개도국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GATT/WTO에 개도국우대를 도입한 취지에도 맞지 않
다는 것이다. 즉 개도국간 경제발전의 광범위한 차이(heterogeneity)를 고려
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주장에 개도국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따라서 향후 개도국의 개발 문제는 개도국우대의 필요성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핵심은 개도국 가운데 어떤 국가를 선별해 개도국우대
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개도국 선별 문제’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 개도국 선별에 관해서는 개도국 안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비록 표
면적으로는 개도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려는 선진국의 개도국 이간전략으로
보고 개도국 전체가 세분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그들도 개
도국간 경제발전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개도국 간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개도국을 구분하려는 시도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 나라를 개도국인지 아닌지로 구분하
기에 제시된 기준들이 너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섯째, 따라서 개도국 선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개도국을 세분화하는 접근 방법을 가지고는 개도국의 지지를 끌어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먼저 제시된 기준이 개도국을 구분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
해서만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개발의 정도와 수준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준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기준을
합의하는 데만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설정된 기준 자체가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 159

가지고 있는 한계와, 기준과 얼마 차이나지 않는 경계선에 있는 국가에 대한 취
급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하다. 결국 특정 기준을 가지고 개도국을 세분
화하는 것은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접근 방법이다.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특혜 안건을 심의한 후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
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
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139)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
감품목에 대한 별도의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고 설명하였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WTO 농업협상뿐만 아니라 WTO 다자체제 전반을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 결정의 정확한 의미를 검토하면 다음
과 같다.

가.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의 요인
정부가 개도국특혜 주장 중단을 결정한 배경으로 먼저 우리나라의 대외위상
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후 1995년 WTO 원 회
139)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 방향」(2019. 10. 25),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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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으로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GDP 규모 면
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품수출액으로는 세계 7위, 그리고 1인
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평가될 만큼
경제가 발전하였다. 특히 WTO 164개 회원국 가운데, OECD와 G20 회원국
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충족시키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하여 전 세계에 9개국에 불과한 상황에서140)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개도국이라
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고, 더 이상 개도국으로 인정받
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른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최근 WTO 내에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들도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우
리나라보다 경제규모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낮은 국가들이 앞으로는 자기
들도 개도국우대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였다. 대만, 싱가포르, 브라
질 등이 대표적인 나라로, 특히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까지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국가들보다 경제규모에서 앞
선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계속 주장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특히 개도
국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해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미룰수록 대외 명분은
물론 협상력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특혜 중단을 결정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즉 향후 개도국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해도 지금 당장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으며, 미래에 농업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대비해서
는 충분한 시간과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미래 협상에 한해 개
도국우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140) 9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호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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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GDP 및 1인당 GNI, 상품수출액 세계 순위
GDP(백만 달러)

1인당 GNI(달러)
1

스위스

85,500

수출(백만 달러)

1

미국

21,427,700

2

중국

14,342,903

2

노르웨이

82,500

2

미국

1,643,161

3

일본

5,081,770

3

룩셈부르크

73,910

3

독일

1,489,152

4

독일

3,845,630

4

미국

65,760

4

네덜란드

709,415

5

인도

2,875,142

5

아일랜드

62,210

5

일본

705,564

6

영국

2,827,113

6

스웨덴

55,840

6

프랑스

571,465

7

프랑스

2,715,518

7

호주

54,910

7

한국

542,233

8

이탈리아

2,001,244

8

네덜란드

53,200

8

이탈리아

532,663

9

브라질

1,839,758

9

오스트리아

51,300

9

영국

469,684

10

캐나다

1,736,426

10

핀란드

49,580

10

멕시코

460,704

11

러시아

1,699,877

11

독일

48,520

11

캐나다

446,873

12

한국

1,642,383

12

벨기에

47,350

12

벨기에

444,679

13

스페인

1,394,116

13

캐나다

46,370

13

러시아

419,850

14

호주

1,392,681

14

이스라엘

43,290

14

싱가포르

390,763

15

멕시코

1,258,287

15

뉴질랜드

42,670

15

스페인

333,622

16

인도네시아

1,119,191

16

프랑스

42,400

16

인도

324,250

17

네덜란드

9,009,070

17

영국

42,370

17

스위스

313,934

18

사우디

792,967

18

일본

41,690

18

호주

271,005

19

터키

754,412

19

이탈리아

34,460

19

베트남

264,273

20

스위스

703,082

20

한국

33,720

20

폴란드

264,013

21

폴란드

592,164

21

스페인

30,390

21

태국

246,269

22

스웨덴

530,833

22

에스토니아

23,220

22

말레이시아

238,195

23

벨기에

529,607

23

포르투갈

23,080

23

브라질

225,383

24

아르헨티나

449,663

24

사우디

22,850

24

체코

198,881

25

오스트리아

446,315

25

체코

22,000

25

터키

180,833

주: 1인당 GNI의 경우 소규모 섬나라 및 산유국은 제외.
자료: World Bank Open Data(검색일: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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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2,499,457

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의 의미
1)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우대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 그
대로 현재가 아닌 미래의 WTO 협상에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즉 앞으로 있을
WTO 협상에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
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도 우리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적용될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문맥상으로 보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에 적용될 소지도 있다. 이는 비록 협상은 현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며(타결은 미래의 일), 특히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WTO 회원국의 시장개방 약속이나 국내보조 감축 약속은 현재 정해진 규칙이
없고,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문맥상 미래 WTO 협상에 적용된다고 하
지만 미래의 협상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의존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는
(특히 합의 도출 관점에서는 미래의 협상이 될 수 있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도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논리상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향후 계속되어 타결될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예상이 가능하다. 타결 없
이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고 또한 협상이 결렬되어 종결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미래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것이고 현재 협상과는 성격이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협상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현재의 협상이 계속되어 그 결과가 타결로 이어진다면 실질 효과 측면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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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
려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2) 중단에 따른 실제 영향은 상당한 기간이 흐른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과연 현재 진행 중인 WTO 협상이 과연 언제
쯤 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업이나 WTO
개혁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산업보조금 문제는 중국의 국영기업을 겨냥하고 있어 타협점 마련이 거의 불가
능한 상황이다. 개도국지위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개도국지위를 포기한
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농업협상에서도 국내보조감축에서
중국이 보조감축을 약속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설령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부터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주장 중단이
적용된다 해도, 실제 그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은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 상당히
먼 미래가 될 것이다. 더욱이 DDA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미국을 위시
한 선진국들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사실상 DDA에 기초한 협상 타결은
어려워진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DDA의 ‘개발’이라는 제약에서 자
유로운 새로운 협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농업협상을 둘러싼 WTO 전체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협상 타결까지
의 시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이며, 다룰 의제조차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
임을 감안한다면 최종합의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도국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나, 실제 그 결정이 우리 농
업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다.

3) 협상을 통해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정부의 발표문에는 쌀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별도의 협상권한을 확인한다
는 내용이 있다. 이는 향후 전개될 WTO 협상에서 민감 농산물의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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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앞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 해석해야 한다. 비록
앞으로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
감한 분야에 대한 개방 폭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예외조치 등 융통성을 확보할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또 향후 협상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특혜 이외 소수 민감품목의 개방 폭 최소화를 위한 융통성 확
보가 향후 우리 농업협상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선진국
이라도 정치적으로 부분 개방도 어려운 분야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 한도
안에서 예외적 조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다자협상의 특징이었다. 이
러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농업협상 대책 마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개도국 졸업과 차이가 없어진다.
개도국특혜 주장 중단과 개도국 졸업은 분명 차이가 있다. 개도국특혜를 요
구하지 않겠다고 해서 개도국을 졸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도국특혜를 주
장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개도국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도국특
혜를 주장하지 않으면 구태여 개도국으로 남을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러나 그럼에도 개도국으로 있는 것이 미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융통성을 확보
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개도국으로 남는 데 의미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
업이 쌀 등 소수 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개도국특혜를 추구
하지 않더라도 이들 품목의 보호를 위한 융통성 확보는 중요하다.141) 따라서
미래 협상에서는 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 다만 소수품목에 한해 국내 정치적 민
감성을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융통성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미래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141) 예를 들어 쌀은 지금까지의 많은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허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관세는
513%로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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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현재도 우리나라의 개도국 주장이 설득력 없어서 개도국특혜 중단
을 결정했는데, 향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미래의 협상에서 개도국특혜는 주장
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
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임을 내세우기
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예상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적 관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입장에서 융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
다는 점에서 이번 개도국특혜 중단 선언은 개도국 졸업과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가. 오랜 국가적 제약에서 탈피
개도국특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WTO 협상에 참여하면서 대표적으로
강조해온 국가 차원의 다자협상 대응전략의 근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우대는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
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협상 대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WTO
협상이 농업뿐만이 아닌 공산품과 서비스,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 협
상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의 시장개방 최소화가 WTO 다자협상 전체의 목
표로 인식되는 경향마저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우대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
미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우대나 개도국 세분화
등 개도국지위 유지에 불리한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해왔으며, WTO에
서 개도국특혜를 활용하기 위해 늘 개도국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142)
142)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G33(개도수입국 그룹)에 가입해 활동해온 것도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
도국임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수단의 하나였다. 그러나 G33의 주장이 우리나라의 이익과 항상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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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산품 분야에서 적극적인 시장접근 협상을 통해 수출시장을 확
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
쟁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지 못하고 항상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WTO
안에서 대표적인 수동적 그림자 국가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개도국특혜 요구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
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물론 우
리나라가 개도국을 졸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개도국을 졸업하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도국 제약에서 벗
어나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자협상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나. 보다 정밀한 주고받기가 가능
개도국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정밀한 주고받기식의 협상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농업부문의 개도국지위 유지 때문에 다른 협상에서
적극적인 시장개방에 동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공산품 시장개
방에서 선진국이나 수출국의 편을 들어 강력한 시장접근을 지지할 경우 이전에
는 한국이 농업에서 개도국으로 방어에만 몰두하더니 공산품에서는 반대로 적
극적인 공세를 취한다고 일관성 없는 국가로 몰리곤 하였다. 결국 농업에서의
시장개방 최소화를 위해 공산품의 수출시장 확보를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결과
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공산품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접근
공세를 펼치면서 농업부문을 위해 상대국별로 공세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최종 양자 양허협상에서도 개도국을 이유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

하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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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지 않는 대신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 우리가 원하는 공산품의 시장개방이
나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부터
는 보다 정밀한 협상전략이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과 비농업, 서비스 간
적절한 주고받기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다. 선진국 입장에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WTO 다자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기존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WTO 협상에서는 최대한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할 분야는 이를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진국 시장 못지않게 개도국
시장이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시장 상위 20개국에서 개도국 비중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그 비중은 약 53%에 이
른다(그림 4-1). 따라서 WTO 다자협상에서 선진국 시장 공략 못지않게 개도
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 경우 개도국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활용해온 대로 개도국 우대조항을
이용해 자국의 시장개방을 회피하거나 최소화 내지 우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도국특혜를 활용한 개도국의 시장개방 최소화 전략을 돌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선진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전략도 이전과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편에서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개도국 시장 공략을 위
해 선진국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다른 WTO 회원
국들의 시선도 의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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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20개국 시장에서의 개도국 비중
(단위: %)

주: 선진국에는 대만, 싱가포를 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0. 10. 26).

라. WTO 내에서의 국가위상 제고 활용
개도국특혜 중단은 WTO 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개도국 유지로 인한 일종의 족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협상을 주도해나갈 수도 있
다. 따라서 앞으로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그 결과 WTO 회원국이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BTS로 대표되는 K-Pop과 한식 세계화에 따른 K-Food, 그리고 기생
충으로 대표되는 K-Culture 등 한국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여주는 우호적인
환경이 전개되고 있는 환경에서 K-방역에 이어 WTO 다자협상에서도 우리나
라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상에 대한 기여는 국제적으로는 물론 WTO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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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도국우대 협상 주도의 유리한 입지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은 우리나라가 향후 WTO 협상, 특히 개도국우대 및
지위 등 WTO 개혁의 핵심 이슈인 개도국 문제에 있어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
는 입지를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우대를 적극 활용
해온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과 이해를 대변하기에 유리
한 입장이다. 반면 앞으로 개도국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선진
국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관심을 이해하는 데 선입견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
리나라는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
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위치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다른 회원국
보다 유리하므로 향후 개도국특혜나 지위와 관련된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적극
적인 활동을 할 경우 그만큼 관련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우리나라
의 적극적 활동은 양측의 입장을 편견 없이 들어주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신
중함에 기초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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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이 장은 지금까지 앞 장에서 분석 및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가 향
후 추구해야 할 WTO 다자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다. 먼저 WTO 다
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그 변화 방향을 감안하고 동시에 WTO 외연에서 일어
나고 있는 세계 무역환경 및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
화 방향을 3대 기능의 회복 관점에서 전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WTO 다자
협상 대책 수립의 전제 요소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를 반영
하여 WTO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예상 의제별 협상 대응 방향을 추가하였다.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지금까지 WTO 다자자체의 구조적 위기를 핵심기능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
과 위기의 본질적 원인까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WTO 출범 이후 세계 무역의
환경과 구조가 변해온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을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착
과 미·중 통상갈등 심화, 그리고 세계 무역의 서비스화·디지털화 및 글로벌 가
치사슬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이 절에서는 위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WTO 다자체제의 핵심기능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회복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WTO 다자체제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3개 핵
심기능 측면에서 전망해 본다.

가. 협상기능의 회복 가능성과 변화 방향
WTO 다자협상이 재개되고, 회원국들이 DDA 출범 이후 변화된 세계 무역
환경과 구조 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 수 있을지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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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불확실하다. WTO가 본래의 협상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
이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다자협상의 원활한 진전을 위하
여 필요한 의사결정 방식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는 소위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주요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컨센서스 방식의 현행 의사결정 방식을 변경
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이 때론 빠른 협
상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143)
현행 의사결정 방식을 전제로 WTO가 협상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을 생각한
다면 일단 협상 진전은 주요국이 동의할 수 있는 의제나 쟁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실상 협상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국이 동의하지 않
는 의제나 협상은 설령 재개된다고 해도 최종 합의 도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작금의 WTO 다자협상의 교착이 그 실증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요국이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협상은 어떤 것인가? 현재
로서는 일부 복수국간협상 외에는 없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복수국간협상
이 있으며, UN 지속가능목표를 이행하고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도 진전이 가능
한 분야이다. 그러나 소위 DDA 의제로 볼 수 있는 협상은 대부분이 불확실하
다. 이는 지난 나이로비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분명히
드러난 선진국과 개도국의 DDA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이다.
제10차 및 제11차 WTO 각료선언에 따라 선진국은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이에 관하여 매우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 이
상 DDA는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WTO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개도국은 DDA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각료
선언 어디에도 DDA가 끝났다고 회원국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DDA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DDA를 보는 기본
시각조차 선진국과 개도국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시각 차
이는 향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쉽게 좁혀질 것으로 보이지 않
143) 이 점에 대해서는 제2장의 협상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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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렇다면 DDA의 정상적인 재개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 DDA는 끝난 것인가? 반드시 그렇게 볼 수만도 없다. 농업협상과 같이
실제 DDA 핵심 의제가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논의는 되고
있지만 그것이 DDA 협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
는 것은 굳이 DDA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기보다는 그 문제는 뒤로 미
루어 놓고 지금까지 논의해오던 것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자는 실용적 사고에
그 어느 회원국도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미국은 현 농업협상을 WTO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협
상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논의 주제도 DDA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지
금까지 세계 농산물 무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감안하여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중국의 농업보조가 반드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현 협상이 DDA의 연장이라고 보면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중국은 감축보조(AMS)가 없기 때문에 감축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축보조가 없는 국가의 감축의무 면제는 이미
지난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DDA의 시각으로 보
면 미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그러나 지금의 농업협상을 DDA와 무관한
WTO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으로 본다면 DDA의 구속력과 지금까지의 합의
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따라서 미국의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선진국들은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적극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개도국의 주장, 즉 DDA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들도
DDA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선진국의 시각에서)인 개도국의 개발
(development)에 대해서만큼은 미국과 유사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개발 요구와 그에 기초한 과도한 개도국우대 및 융통성 부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현재의 협상과 DDA의 연관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끊어 놓는
것이 선진국에게도 유리하다. 개도국들은 당연히 DDA 농업협상이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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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믿고 있다. 이렇듯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통의 이해라는 토대 없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 것이 현 농업협상의 형국이다. DDA의
다른 분야 협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NAMA)이나
서비스협상은 아예 열리지조차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개도국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두고 DDA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
어떤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결국
DDA와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상 재개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WTO 협상기능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 WTO가
해체된다는, 또는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와 유사하게 기능 마비가 계속된
다면 WTO의 협상은 실질적 진전이 어려울 것이고, 결국 협상기능은 상당 기
간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WTO의 해체 가능성은 비록 크지 않지만 여전히 남
아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의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 기
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
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만일 WTO 2.0과 같은 현 WTO의 대안기구가 나타날 경우 현재의 협상은
급속히 축소되면서 WTO는 사멸의 길로 들어서고 현 WTO 체제하에서 협상
기능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협상기능 하나만
이 아니라 WTO의 다른 중요한 기능인 이행과 무역정책검토 및 분쟁해결기능
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전개될 것이다.
현재의 WTO 다자체제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더라도 동시에 선진국 중심의
별도의 합의체가 설립되면서 사실상 WTO가 기능 마비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WTO 체제 붕괴의 비난을 피하면서 개도국에게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
는 선진국 중심의 합의체는 다자체제의 가치와 실용성에 대해 실망할 경우 선
진국들이 충분히 추진해볼 가치가 있는 전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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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WTO 해체나 사실상의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
국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타협을 모
색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은 DDA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서 선진국에게 매력적이다. 물론 무임승차 문제로 주요 교역국이 참가하지 않
으면 효과가 작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WTO의 협상기능 회복을 위한 가
용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이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은 충분하며, 또
한 현재의 상황에서 WTO의 협상기능 회복을 위해 회원국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복수구간협상뿐이다. 복수국간협상이 전개될 경우 다자화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나타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의 협상기능 회복이라는 관점
에서 본다면 충분히 차선책이 될 수 있다.
WTO 다자체제에서 당분간 DDA와 같은 라운드 방식의 다자협상은 쉽지 않
고, 대신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면 WTO 다자체제도 이
에 맞추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국간협상은 WTO 다자체제 안에서 지
역무역협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핵심은 복수국간협상의
이질성을 희석시키면서 다자체제에 동화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협상에서는 복수국간협상의 다자화가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특히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
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메가 FTA의 회원국이 점차 늘어나 다
자화가 가능해지면 이 역시 WTO의 협상기능을 보완해 줄 것이다. 다만 이 경
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커질 경우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WTO 협상기능 차원에서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정리하면 [그림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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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협상기능 관점에서 본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자료: 저자 작성.

나. 무역정책 검토 및 감시기능의 회복 가능성과 변화 방향
이행 및 검토, 감시기능의 회복은 분쟁해결기능의 회복과 맞물려 시너지효
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행과
검토 및 감시기능 역시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회원국간 입장 차가 상당
하다. 다만 다른 기능에 비해 기존 제도의 개선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능 회
복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행 및 검토, 감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통
보 강화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기능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
이기도 하다. 통보 강화는 투명성 제고와 연계되어 있어 어떤 회원국도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통보의무 위반 관련 벌칙조항의 도입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제도 개선과 기술적 보완으로 이행 및 검토, 감시기능은 일정 부분 회복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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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수 있다.
이행 및 검토, 감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 수행능력 또한 보
강할 필요가 있다. 즉 WTO/TPRB의 인원 보강과 예산 증액을 통해 회원국의
합의나 약속사항 준수 정도를 검토하고, 무역정책검토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
다. 아울러 TPRB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은행이나 OECD, UNCTAD와
같은 국제기구와 정기적으로 협력하거나 도움을 받아 이행과 정책검토, 감시기
능을 함께 수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TPRB의 회원국 무역정책검
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방안은 회원국의 무
역규제조치에 대한 감시 기능의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제도나 기술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WTO의 규범 집행 및 무역정책검
토, 감시기능은 일정 부분 효과성을 높이면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다만 완전한 기능 회복이나 또는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높은 수준으
로까지의 회복은 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때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일단 통보 강화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통보의무 미준수 시 구속력 있는 벌칙조항
또는 제재조치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조치의 수준을 놓고서
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협상을 통해 타협
안이 만들어질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과도한 제재나 벌칙은 개도국
의 반발이 강해 타협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통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개도국
을 위한 기술적 도움 외에도 일정 수준의 예외 인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결
국 그 수준에 따라 통보의무의 효과성이 결정될 것이다.
한편 무역정책검토가 당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피어리뷰(peer review)가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TPRB의 무역정책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 회원국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피어리뷰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어리뷰
의 속성상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며, 분쟁해결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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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회원국을 제약하는 제도 도입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도
무역정책 검토기능을 회복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강한 실
질적 압박 장치가 필요하며, 최소한 회원국 질의에 대한 서면통보 의무화 시한
설정, 불충분한 답변의 경우 재논의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은 있어야 한다.

그림 5-2. WTO 이행 및 검토·감시 기능 관점에서 본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자료: 저자 작성.

장기적으로 분쟁해결기구가 갖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DSU와의 관
계 속에 피어리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TPRB의 무역정책검토 및 감시기능의 효과를 높여 회
원국간 갈등이 분쟁해결 정식 패널로 가는 것을 감소시킨다면 분쟁해결제도의
개선과도 맞물려 WTO 다자체제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WTO의 이행과 검토 및 감시기능은 무역정책검토
기구에 대한 인원 및 예산 지원과 함께 일부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그 기능을
부분적이나마 회복하는 방향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본래의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이행과 정책검토, 감시기능의 완벽한 이행을 위해서는 통보의무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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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피어리뷰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등 회원국간 컨센서스 도출이 쉽지 않
은 문제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WTO의 다른 두 기능, 즉 협상기능이나 분쟁해
결기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용이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향후 회원국들이 이행과 검토 및 감시기능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보완을 하게 된다면 이는 WTO 다자체제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좋
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WTO 다자체제는 이행과 검토, 감시기능 관점에
서 보다 전문화되고 객관적이면서 지금보다 효과적인 검토 및 감시가 가능해지
는 한편, 그 영향력도 이전에 비해 커질 것이다.

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과 변화 방향
WTO의 분쟁해결기능이 회복될 것인지는 사실 상당 부분 미국의 의지에 달
려 있다.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등 WTO 다자체제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WTO 분쟁해결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WTO 회원국들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 내용과 방식에서 의견이 갈린다. 특히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
구 기능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
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
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분쟁해결기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
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의 WTO가 변화해온 국제무역 상황이나 구조를 적절
히 반영하고 있지 못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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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자신이 극한 대립보다는 외교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가 바이
든 행정부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WTO 회원국은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대한 단기 대안
으로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를 출범하
였다. 동 약정에 2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총 4건의 MPIA를 통한
상소중재 개시가 합의된 상태다.144)
MPIA는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WTO 분쟁
해결제도의 상소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회원국들의 ‘다자제도에 대한
믿음과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회원국들의 의지가 분쟁해결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물론
이다. 다만 MPIA가 임시적인 제도에 불과하고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제소
21건·피소 19건)를 포함하여, 미국(124·156), 일본(27·16), 인도(24·32), 인
도네시아(12·15), 러시아(8·9), 터키(6·12), 대만(7·0) 등이 참여하고 있지 않
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145)

144)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고.
145) 다만 위 WTO 제소·피소 건수는 발급된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집산하였다. 조치국이 피소국일 경우,
하나의 조치에 대해 여러 회원국이 각각 조치국을 제소하면 사건번호가 각 제소별로 발급되며 이후
소병합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일부 회원국의 제소·피소 건수는 실제 패널심리가 이루어진 실제 분쟁
건수보다 낮을 수 있다. 다음에 기초하여 정리. WTO, “DISPUTE SETTLEMENT: THE DISPUTES
- Disputes by mem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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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MPIA 참여 회원국 현황
분 류
1

2
3

MPIA 협상 시부터 참여하였던
원 참여 회원국(또는 지역)
분쟁해결기구 통보(2020. 4.
30) 시 참여 회원국

참여 WTO 회원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EU, 과테말라,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우루과이(16개 회원국)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3개 회원국)

분쟁해결기구 통보(2020. 4.

에콰도르, 니카라과, 베냉, 몬테네그로, 마카오

30) 이후 참여 회원국

(5개 회원국)

자료: 이천기, 강민지(2020a), p. 13에 기초하여 추가 업데이트.

표 5-2. MPIA 상소중재 개시가 합의된 사건 목록
사건명

분쟁당사국

내용
◦ 2020년 8월 17일 최종 패널보고서 발급

Canada – Measures
1

Governing the Sale of
Wine (DS537)

캐나다,
호주

예정146)
◦ 2020년 5월 29일 캐나다와 호주는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절차 적용에 대해
합의하였음을 DSB에 통보147)
◦ 2020년 하반기에 패널보고서 발급

Costa Rica – Measures
Concerning the
2

Importation of Fresh
Avocados from Mexico
(DS524)

예정148)이었으나 사안의 복잡성과 코로나
코스타리카,
멕시코

19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초로 연기149)
◦ 2020년 5월 29일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는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절차 적용에 대해
합의하였음을 DSB에 통보150)

146) WTO, Canada–Measures Governing the Sale of Wine-Communication from the PanelAddendum, WT/DS537/11/Add.4, 12 June 2020.
147) WTO, Canada – Measures Governing the Sale of Wine, Agreed Procedures for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DSU, WT/DS537/15, 3 June 2020.
148) WTO, Costa Rica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Fresh Avocados from
Mexico, Communication from the Panel, WT/DS524/4, 19 November 2019.
149) WTO, Costa Rica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Fresh Avocados from
Mexico-Communication From The Panel, WT/DS524/6, 20 November 2020.
150) WTO, Costa Rica–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Fresh Avocados from
Mexico, Agreed Procedures for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DSU, WT/DS524/5,
3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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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사건명

분쟁당사국

내용
◦ 제소국 요청으로 2019년 11월 7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 패널 중지151)

Canada — Measures
3

◦ 2020년 11월 23일에 패널절차가 재개되었

Concerning Trade in

캐나다,

으며, 2021년 3분기 이후 패널판정 발급

Commercial Aircraft

브라질

예정152)
◦ 2020년 5월 29일에 브라질과 캐나다는

(DS522)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절차 적용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였음을 DSB에 통보153)
Colombia — Anti-Dumping
Duties on Frozen Fries
4

from Belgium, Germany
and the Netherlands

◦ 2020년 6월 29일에 패널 설치,154) 8월
콜롬비아,
유럽연합

24일 패널 구성155)
◦ 2020년 7월 13일에 콜롬비아와 유럽연합은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절차 적용에 대해
합의하였음을 DSB에 통보156)

(DS591)
자료: 이천기, 강민지(2020a), p. 20에 기초하여 추가 업데이트.

한편 미국은 MPIA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WTO 예산 문제를 가지고 상소기
구의 기능과 MPIA의 운영에 제약을 가하려고 할 수도 있다. WTO 사무국 기
능은 164개 회원국이 승인한 WTO 본예산하에서 이루어지는데, MPIA 운영
에 대한 WTO 사무총장의 행정·법적 지원에 관해 WTO협정(DSU 포함)상 법
151) WTO, Canada – Measures Concerning Trade in Commercial Aircraft, Communication
from the Panel, WT/DS522/19, 14 April 2020; WTO, Canada – Measures concerning

Trade in Commercial Aircraft - Communication from the Panel, WT/DS522/21, 4
November 2020.
152) WTO, Canada – Measures concerning Trade in Commercial Aircraft - Communication
from the Panel, WT/DS522/22, 27 November 2020.
153) WTO, Canada – Measures Concerning Trade in Commercial Aircraft, Agreed Procedures
for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DSU, WT/DS522/20, 3 June 2020.
154) WTO, Minutes of meeting held in the Centre William Rappard on 29 June 2020,
WT/DSB/M/442, 29 June 2020.
155) WTO, Colombia–Anti-Dumping Duties on Frozen Fries from Belgium, Germany and The
Netherlands-Constitution of the Panel Established at the Request of the European
Union - Note by the Secretariat, WT/DS591/4, 26 August 2020.
156) WTO, Colombia–Anti-Dumping Duties on Frozen Fries from Belgium,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greed Procedures for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DSU, WT/DS591/
3, 15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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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한의 위임 또는 164개 회원국의 결정(컨센서스)에 의한 별도의 권한위임
이 없다는 근거에서다. 그렇다고 해도 24개국이 합의를 해 WTO 분쟁해결기
구에 통보된 MPIA가 미국의 방해로 붕괴되거나 운용상 큰 제약이 나타날 것으
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향후 WTO 분쟁해결제도는 단기적으로 1심인 패널 위주로 진행
되면서 임시상소중재제도가 병행되는 가운데 패널에서 진 회원국들의 고의적
인 상소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여전히 상소기능 정지라는 불구의 모습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25년간의 운영 과
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
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판정 이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회원국에게 이행을 유도하기 위
한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다. 패소국의 입장에서 준수를 지연시킬
유인이 있다는 점은, 현행 DSU가 판정 이행의 장래효만을 규정하고 소급적 구
제(손해배상)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WTO 협정 위반이
오래 지속될수록 위반국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패소국
에게는 준수 지연의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승소국 입장에서는 패소국
에 의한 완전한 준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패소국의 협정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패소국이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만한 유인책으로 소급적 구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157) 또한
현행 DSU상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불이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
가 양허정지인 상황에서, 승소국에 의한 양허정지(보복조치)를 감수하고서라

157) 과거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금전배상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일 것이
다. WTO, Negotiations on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Proposal by the
African Group, TN/DS/W/15, 25 September 2002,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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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패소국이 완전한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집행체
제 전반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상소기구가 패널 기록
상의 사실관계 부족을 이유로 법적 분석을 완료하지 못한 사안에 관해 패널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건이 환송될 경우 원패널은 단축된 신속일정하에서 사실관계를 재확보하고,
상소기구가 제시한 해석(공식)에 새로 확보한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결론을 내
려야 할 것이다. 환송이 필요한 상황 및 조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상소기구
가 판단하되 환송절차 개시 여부는 분쟁당사국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WTO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환송 절차 및 방식과 관련하여, ① 분쟁당사자 모두가 환송을 추구할 법익을 가
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방 당사자(제소국)만이 그러한 법익을 가지고 있
으면 충분한지 여부 ② 환송절차 개시가 가능한 구체적인 요건 및 상황을 어떻
게 규정할 것인지 ③ 환송절차 추가로 인해 DSU에 규정되어 있는 WTO 분쟁
해결제도의 단계별 기한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지158) 등에 관해 추가 논의
가 필요하다.
셋째,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개선이 필
요한 대목이다. 패널심 및 상소심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
송경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조건 및 상황의 구체화, 분쟁해결에 불
필요한 부수적 의견(dicta) 금지, 심리의 기한 미준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밖의
기제 마련, 사무국 내 전문 인력과 번역인력 증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DSU 개정 중 일부는 공식개정159)이 필요하지
158) W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Ronald Saborío Soto, to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DS/25, 21
April 2011, p. A-34, p. A-35.
159) WTO 보조금협정의 경우, 개정에 전체 회원국(164개 회원국)중 2/3의 수락(즉 110개국)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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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분쟁해결기구 결정(Decision)의 형태로 도입될 수 있다는 입장160)이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분쟁해결기구 특별회기 당시 Coly Seck 의장(세
네갈)은 12개 이슈 중 특히 ① 상호 합의된 해결책 ② 제3자 권리와 관련해서,
협의단계에서의 제3자 참여 및 패널단계에서의 제3자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해결기구 통지161) ③ 시퀀싱과 관련해서,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 정
지 승인 이후 제소국이 취하는 조치의 통보 ④ 개발도상국 이해관계와 관련해
서, 문제되는 무역현안을 협의에 앞서 사전통지 ⑤ 투명성 및 법정조언자 의견
과 관련해서, 최종 패널보고서(번역본)에의 조기 접근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분
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관련 제도를 DSU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
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162) 상소기구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DSU 개정을
위한 첫 단계로서, 공식 개정 없이 제도 개선이 가능한 이러한 요소부터 우선적
으로 논의를 추진하는 것도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WTO 설립협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160) W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Coly Seck, TN/DS/31, 17 June 2019, para. 1.38.
161) DSU 제17조 제4항; DSU 부록 3 작업절차 제6항.
162) W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Coly Seck, TN/DS/31, 17 June 2019, para.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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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WTO 분쟁해결기능 관점에서 본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자료: 저자 작성.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던 자유무혁협정의 흐
름에 맞추어 양자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에
따라 소위 ‘동시다발적’ 또는‘포괄적’ FTA협상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상당
한 양적․질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비해 WTO 다자협상은 2001년 DDA 출범 이후에 협상 전체를 아우르
는 협상목표나 협상대책 수립 시 기본이 될 어떤 원칙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이는 정부의 구체적인 협상대책이 그 특성상 공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보다 양자·지역무역협상에 중점을
두고 통상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자협상이 통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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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개념이어서 순수하게 다자협상만을 위한 목표나 기본 방향 설정이 필요하
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 WTO 다자협상은 협상별로 다양한 저마다 특
성을 가지고 있어 협상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방향의 설정이 큰 의미가 없거나
실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대책의 기본 방향
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된다.163)
그러나 당연히 개별 협상마다 협상목표와 전략은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 농산물 시장개방 폭 최소화를 통한 농업피해의 최소화라든지 공산
품은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수출시장 최대 확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익의 확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내세우면서 협상에 임했을 수도 있
다. 그러나 WTO 다자협상은 양자협상이나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상과 달리 전
세계의 무역을 획일적으로 규율할 국제 무역규범을 만드는 과정으로, 지역이나
양자간에 적용되는 무역규범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자협상
에 대해서도 협상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해 그것에 따라 추
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된 향후 전개될 WTO 다자협상
의 변화 방향을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WTO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본 방향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익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WTO 다자협상이 164개 회원국과의 협상이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세계 무역을 규율하게 될 무역규범을 만드는 협상이
기 때문에 다자적으로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다자협
상 대책의 기본 방향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너무 함몰되어 다른 회원국의 이익
과 조화되지 못한다면 이를 관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 측면에서 적
절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자협상대책은 당연히 세계 무역환경과 무역
구조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현실의 세계 무역환경 및 무역구
163) 물론 국익이라는 모호한 목표를 설정해 협상에 임했을 수도 있으나 협상 전체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협상 목표나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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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변화와 동떨어진 협상대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WTO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상품 등 유형(有形) 중심에서 서비스 및 지재권 등
무형(無形) 중심으로
1)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
WTO가 출범한 후 DDA 초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자협상의 핵
심은 주로 농산품이나 공산품 등 상품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우리
나라 역시 유사한 상황에서 협상의 우선순위를 주로 공산품의 수출시장 확보에
두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농산물이나 공산품 중심의 기본 방향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과 관련이 있다.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산품 수출 경쟁력이
앞선 우리나라의 특성상 상품 위주의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방향을 추구한다 해도 농업에서 개도국우대
를 확보해야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공산품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세계 무역은 앞서 살펴본 대로 급속히 서비스화·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서비스가 향후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디
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 무역은 점차 종이 없는 무역으로 바뀌고 있
다. 또한 상품이라도 기존과 달리 서비스가 중간재로 들어가거나 또는 서비스
와 직접 연계된 상품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흐름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상품도 기존의 단순 제조품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술 및 지식집약형 상품 또는 디지털화된 제품이 생산은 물론 세계 무역에서
도 그 비중을 급격히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향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 189

후 세계 무역에서 점차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서비스 부문은 세계적으로 고용과 GDP, 그리고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총고용의 49%를 서비스가 담당하고 있으며, 특
히 미국, 캐나다 등 북아메리카는 이 비중이 79%까지 올라간다.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부가가치를 고려할 경우 서비스의 비중은 세계 평균이 65% 수
준이다. 서비스 무역도 세계 평균은 GDP 대비 평균 13% 수준이며, 유럽의 경
우는 서비스 무역 비중이 GDP 대비 41%까지 올라간다(그림 5-4 참고).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서비스 무역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여
전히 OECD 평균은 물론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5-3 참고). EU의
경우 GDP 대비 서비스 무역 비중은 65% 수준이다. 제조업 강국 일본도 70%에
근접했으며 OECD 평균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 기
준 중소득국가의 평균인 55%나 중국의 54%보다 약간 높은 57%를 기록하고 있
다. 향후 고급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서비스 부문의 발전과 함께
WTO 다자협상에서 서비스협상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림 5-4.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
(단위: %)

자료: WTO(2019b), p. 5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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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무역비중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

51.6

53.9

54.7

55.6

55.4

54.8

55.4

56.8

칠레

54.1

50.5

52.8

57.9

58.6

57.9

58.1

58.7

중국

39.8

41.3

44.2

50.8

52.4

52.7

53.3

53.9

일본

65.9

69.0

70.2

69.3

69.4

69.0

69.3

-

EU

61.8

63.4

65.2

65.5

65.4

65.3

65.3

65.5

-

OECD

65.7

67.4

69.2

69.5

69.9

69.7

고소득 국가

65.8

67.3

69.0

69.6

70.0

69.8

-

-

중소득 국가

46.7

47.1

49.2

53.6

54.3

54.2

54.1

54.7

세계 전체

60.2

61.4

63.2

64.9

65.4

65.1

61.2

-

주: -는 자료가 가용하지 않음을 의미. 고소득국가 및 중소득국가는 모두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름.
자료: World Bank Database(검색일: 2020. 11. 17).

아울러 고부가가치 기술 및 지식집약형 상품과 서비스는 기존의 상품무역
에 비해 기후변화나 환경에 주는 부담과 부정적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다. 코로
나19 이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이 세계경제의 핵심 이슈로 부상함에 따
라 서비스와 디지털 상품 등이 향후 더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도 향후 WTO 다자협상에서 상품보다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상품협상에 중요성을 두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제조상품이 여전
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
하다. 다만 향후 우리 경제 내에서 그 역할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그에
따라 서비스 쪽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같은 상품이라도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상품이 향후 무역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관련된 부분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큰 관심을 두
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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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재권 협상의 중요성
서비스 못지않게 지재권도 세계경제와 무역에서 그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지재권은 향후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의 제도적 토
대를 구축하는 기초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능가할 수도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디지털 경제와 인공
지능, 5G, 블록체인 등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면 특허나 저작권은 물론 데이터
나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재권은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
지재권 강화는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수출증가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164) 개도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관세나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시
장접근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재권의 강화를 통해서 지식
재산권 수출을 늘리는 것도 개도국의 반발을 유발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상품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할 경우 자칫 상대 개도
국으로부터 수입증가 요구나 비관세조치 등 무역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지재권 사용료 수입은 지난 2000년
7억 달러에서 2019년 77억 달러로 연평균 13% 이상의 증가율로 빠르게 성장
해왔다. 그러나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표
5-4 참고). 따라서 지재권 강화를 통해 지재권 무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재권 협상에 대한 관심도 이전보다 배가시켜야 한다.

164) 대표적인 연구로 Ivus(2015), “Does stronger patent protection increase export variety?
Evidence from US product-level data”가 있다. 개도국에서의 지재권보호가 강화될 경우 미국의
해당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192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표 5-4. 지재권 사용료 수입 국제비교
(단위: 억 달러)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

7.0

20.4

31.9

65.5

69.4

72.9

77.5

77.4

스위스

22.0

69.2

133.6

174.3

220.3

230.1

258.5

239.1

독일

25.4

57.4

82.8

240.8

287.3

311.4

363.2

361.7

영국

67.5

142.9

142.0

207.0

191.8

228.5

262.5

252.6

일본

102.3

176.6

266.8

364.8

391.4

417.2

455.7

468.5

미국

434.8

644.7

949.7

1,111.5 1,129.8 1,181.5 1,188.7 1,174.0

EU

127.7

465.8

717.0

1,127.1 1,091.3 1,230.9 1,410.5 1,411.0

OECD

795.2

1,563.1 2,277.1 3,115.7 3,165.6 3,438.5 3,737.8 3,706.7
1,590.0 2,342.1 3,255.4 3,289.8 3,614.5 3,934.6 3,905.7

세계 전체

804.8

한국의 비중
(대 세계)

0.87

1.28

1.36

2.01

2.11

2.02

1.97

1.98

한국의 비중
(대 미국)

1.61

3.16

3.36

5.90

6.14

6.17

6.52

6.59

주: BOP 기준.
자료: World Bank Database(검색일: 2020. 11. 17).

한편 지재권 분야는 선진국 중심의 양자 FTA에서 WTO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가 이루어져 있어 현행 WTO 다자협상에서의 지재권 보호 수준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지재권 보호 수준, 그리고 향후 가입을 고려할
수 있는 CPTPP나 USMCA에서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상호 비교하여 우리나
라의 다자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USMCA 수
준의 지재권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WTO 다자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는 훨씬 융통성이 커질 것이다.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 및 지재권 중심으로 협상대책의 기본 방향을 바꿀 때
서비스나 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국제경쟁력과 향후 국제경쟁
력 제고 방안,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
다가오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분
야를 중심으로 핵심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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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내 및 지역 외 가치사슬의 흐름과 조화
1) 미국, 일본, 중국과 동남아지역이 우리나라의 핵심 협상 대상국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 경향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WTO 다자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대책도 이러한 글로벌 무역의 구조 변화
를 반영해야 한다. 즉 가치사슬의 지역화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적
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집중해야 할 국가나 지역을 선별하고, 이에 다자협상
에서도 이들 국가 혹은 지역과의 협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상품수출 흐름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홍콩 포함)과 미국, 베
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가 핵심 국가이다. 이들 7개 국가가 우리나라
의 전체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약 67%에 이른다(그림 5-5 참
고).165) 따라서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공세적인 전략을 통
해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5-5. 우리나라의 핵심 상품수출시장의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국가수출입(검색일: 2020. 12. 1).

165) 2010년 (58.1%), 2015년(62.6%). 2016년(64.0%). 2017년(63.8%). 2018년(67.5%). 2019년
(66.7%) 이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국가수출입(검색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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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별 가치사슬 측면에서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액을 기준
으로 보면 상품수출과 거의 동일하게 중국과 미국, 일본과 그리고 동남아지역
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을 제외한 중국과 일본, 동남아지역으로의 수
출 비중은 2000년 42%에서 2019년 52%로 10%p 증가하였다(그림 5-6 참
고). 기타 지역은 중동의 원유수입을 제외하면 비중이 높지 않다.

그림 5-6. 우리나라의 지역별 상품무역(수출+수입)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0. 12. 1).

서비스 무역도 상품무역과 유사하지만 EU와의 관계가 더욱 부각되는 특징
이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중요하고 지역은 동남아지역과 함께
EU가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이다(그림 5-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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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우리나라의 지역별 서비스 무역(수입+지급)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0. 12. 1).

지재권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사용료 수입을 보면 중국과 동남아가
핵심 수입원이다. 반면 미국과 EU는 핵심 지급국가 및 지역이다(표 5-5 참고).

표 5-5. 우리나라의 지재권 사용료 수입
(단위: 억 달러)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 계

31.9

65.5

69.4

72.9

77.5

77.4

미국

8.0

9.6

7.8

10.1

6.1

9.8

중국

10.9

18.3

18.5

20.2

26.1

20.7

일본

1.7

1.5

1.8

1.9

2.0

2.0

EU

4.7

7.2

12.6

6.5

6.0

6.7

동남아

3.9

20.3

22.0

27.4

30.1

27.9

기타

2.7

8.6

6.7

6.8

7.2

10.3

지급 계

91.8

100.6

94.3

97.0

98.1

99.5

미국

57.8

67.9

55.8

56.5

54.0

49.4

중국

0.2

0.5

0.9

1.2

0.9

4.4

일본

11.1

6.2

6.5

7.9

9.1

10.6

EU

19.7

20.9

27.2

25.6

28.9

30.5

동남아

0.8

3.0

1.8

3.1

3.2

3.1

기타

2.2

2.1

2.1

2.7

2.0

1.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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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품수출과 서비스 및 지재권 무역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치사
슬의 지역화 흐름에 대비하여 어떤 국가와 지역에 중점을 두고 다자협상에 임
해야 하는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가치사슬이
중요하며, 그 외에 미국과 일본이 가치사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가이
다. EU는 서비스 무역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WTO 다자협상에서 국가
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지역별로는 동남아 및 EU를 대상으로 할 때에
는 지역 내 공급망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협상전략을 구사할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치사슬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협상에서는 안정화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편 미국 및 EU와의 연계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역내 무역관계만으로는 가
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서비스 무역은 미국
및 EU와의 연계를 위해 지역간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전략(예를 들어 아시아 가
치사슬과 북미 가치사슬의 연결 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2) 기존에 체결한 FTA 및 RTA와의 조화
WTO 다자협상 대책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의 내용이나 전략이 모
순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조화
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을 FTA별로 연결하면 앞에서 본
바와 유사하게 아세안이나 최근 타결한 RCEP이 중요한 지역으로 나타난다(그
림 5-8). 특히 RCEP 국가로의 상품수출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 상품 수출의
50%를 넘어서 WTO 다자협상 대책 마련에서도 RCEP 협정 내용을 검토해서
상호 일치 및 조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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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총수출 대비 FTA 지역별 상품수출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지역별 수출입(검색일: 2020. 12. 1).

특히 이미 RCEP을 통해 관세 철폐 내지 감축을 약속한 품목이나 서비스 시
장을 개방하기 양허한 서비스는 WTO 다자협상에서 과감한 시장개방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RCEP을 통하여 확보하지 못한 분야 중 우
리의 관심분야가 있다면 다자협상에서는 그러한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복수국간협상과도 연계된다.

다. 다양한 복수국간협상 참여 및 주도, 상호 조화
향후 DDA 또는 WTO 다자협상은 수산보조금이나 전자상거래 등 몇몇 분
야를 제외하고는 큰 진전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164개 WTO
회원국 전부가 참여하는 협상보다 관심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추진하는 복수
국간협상이 더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복수국간협상으로
전자상거래협상을 들 수 있으며, 환경상품협상(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s)도 복수국간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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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WTO 다자협상의 진전
이 어려운 분야에서 선진국 주도의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이 새롭게 만들어질 가
능성도 있다. 수산보조금 협상도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진전이 없으면 지금까
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복수국간협상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도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진전이 없을
경우 공산품 전체가 아닌 특정 관심상품(그룹)에 한해 시장개방을 논의하는 부
문별 무세화(sectoral initiatives)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규범 측면에서도 복수국간협상이 개시될 수 있
다. 대표적으로 특별한 진전은 없지만 서비스복수국간협상(TiSA)이 여전히 남
아 있다. 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관심 있는 특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복수국간협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규범 측면에서도 미
국과 EU, 일본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보조금 같은 경우 현행 WTO 보
조금조항의 개정이 어렵다면 그들과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끼리 모여 관련 규정
을 만들어 그들 사이에서만 발효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또는 FTA나
RTA를 체결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에게 적용함으로써 RTA를 거친 다자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WTO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수국간협상
이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한 준비가 필요
하다.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복수국간협상으로 추진하여 이를
주도한다면 우리나라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WTO 내 한국의 국가
위신 제고와 함께 WTO 다자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복수국간협상의 추진이나 가입 등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와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지역 내 또는 지역간 가치사슬의 효율성과 안정
성을 높이는 방향과도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상품(수출상위 20개 품목)과 서비스의
흐름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 또는 참여를 고려할 만한 복수국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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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가열 및 냉각장치, 측정검사 분석 통제기구 및 관련 장치, 향수, 기계전
용부품, 특수기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표 5-6 참고).166)
한편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입을 기준으로 서비스 전체 수입(revenue)에서 3%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난 10년간 수입증가율이 연평균 5% 이상
인 여행이나 지식재산권,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등을 고려
해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해상운송여객과 기타, 일반여행,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무역 관련 서비스, 사업 관련 서비스 등이다(그림 5-9 참고). 이러
한 부문은 대상 해외시장의 상황(관세 등 무역장벽이나 관련 제도)과 우리나라
가 체결한 기존의 FTA,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가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FTA에서의 개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수국간협상 대응 방향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표 5-6.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 순위 및 수출액 변화

품목

수출순위
수출액(백억 달러)
SITC
3단위 2010 2015 2019 2010 2015 2019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

776

2

1

1

43

57

84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781

4

2

2

32

42

40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 및 이들의 조제품

334

5

5

3

30

31

39

달리 명시되지 않은 통신장비

764

3

3

4

36

38

30

722, 781, 782 및 783항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784

7

6

5

18

23

19

선박, 보트 및 부유구조물

793

1

4

6

47

38

19

특수산업용 기타 기계기구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728

12

10

7

7

11

15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장치

778

8

8

8

10

17

13

166) 기존 상품분야 무세화의 경우 당시 NAMA 그룹 지라드(Girard) 의장이 섬유를 비롯하여 수산물, 전
기전자, 자동차부품, 신발, 가죽, 광석·보석·귀금속 등 7개 분야를 제시한 적이 있었다. 또한 최낙균
(2004)에 따르면 섬유사·직물·섬유제품·의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운송기기에서 적극 무세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종이·인쇄, 화학·고무․플라스틱, 비철금속, 금속제품, 기계·장비, 전자
기기 부문의 무세화도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최낙균(2004), p. 134,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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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계속

품목

수출순위
수출액(백억 달러)
SITC
3단위 2010 2015 2019 2010 2015 2019

달리 명시되지 않은 탄화수소 및 그 유도체

511

11

11

9

7.6

11

12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

772

13

9

10

6.3

12

11

751항 및 752항 기계전용 부분품

759

9

14

11

8

5.5

11

기타 플라스틱(일차제품의 것)

575

15

13

12

5.5

7.1

8.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673

10

12

13

8

7.3

7.8

플라스틱제의 판, 쉬이트, 필름, 박 등

582

-

15

14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학기구 및 장치

871

6

7

15

향수 및 화장품, 화장용품(비누 제외)

553

-

-

16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

674

16

17

17

가열 및 냉각장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741

-

1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측정, 검사, 분석
통제기구 및 장치

874

-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연 피스톤기관 및
동부분품

713

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 과산화산

30

5.5

7

22

7
6.5

5.2

5

6.1

18

4.9

6

19

19

4.6

6

19

16

20

4.2

5.2

5.7

513

17

--

-

5

-

-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

572

20

-

-

4

-

-

아세탈수지, 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574

18

-

-

4.3

-

-

토목공사용 장치

723

14

20

-

5.6

4.5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품목수출 데이터(검색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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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서비스 수입 비중 3% 이상, 10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 5% 이상인 서비스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검색일: 2020. 12. 1).

라. 기후변화 및 환경협상과의 조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WTO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기후변화와
무역, 환경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자연생태환경과 인
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존의 경제발전에서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 대
책도 이러한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임은 물론 기존 상품
과 서비스협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든 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청정에너지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0)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2조 달
러의 투자와 임기 1년 안에 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특히 임기 시작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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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탄소배출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167)
EU도 지난 2019년 말 ‘유럽 그린딜(Green Deal)’을 통해 2050년까지 ‘탄
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탄
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내국세에 해당하는 탄소세나 수입품에 적용
되는 탄소 관세, 또는 배출권거래제도의 형태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에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탄소누출의 가능성이 큰 분야에 우
선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
한 상황이다.168)
우리나라도 WTO 내 무역과 환경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세
계적으로 환경보전 관련 조치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역정책검토
나 자발적 보고를 통해 WTO에 통보된 환경 관련 조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1997년 165건에서 2018년 663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체 통보 건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8.1%에서 2018년 15.7%로 증가하였다(그림
5-10 참고). 특히 향후 다자환경협약(MEAs)의 주요 내용이 WTO 다자협상에
편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중단된 환경상품협상의 재개나 환경 서비스
또는 환경친화적 서비스의 자유화 논의도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요
FTA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의 도입이나 기존 규제의 강화 등이 점차 일반
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관점에서 저탄
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어떠한 방
식으로든 WTO 다자협상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대책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큰 요청을 감암해야 함은 물론이다.

167) 클린 에너지 및 환경정의를 위한 바이든 후보자의 9가지 계획 참고. BIDEN HARRIS, “9 Key Elements
of Joe Biden’s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9).
168) European Commission(2020),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nception Impact
Assessment,” 온라인 자료(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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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WTO에 통보된 환경 관련 조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

자료: WTO, Environmental Database(검색일: 2020. 11. 17).

마.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 대책의 큰 방향 중 하나는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
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자협상이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이
유로 인해 빠른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자협상 대부분의 핵심 쟁점이나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
국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구조인 데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상대방
에 대한 불신이 커서 타협점까지 이르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해 보인다. 이러
한 이유로 다양한 의제의 복수국간협상이 다자협상을 대신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대책도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단기에 협상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경우
에 따라서 현 교착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특별한 결론 없이
사실상 협상이 종료되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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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후의 선택이나 최종 결정은 협상 진전을 감안하여 타결 가능성이 임박한
즈음에 제시하는 등 중장기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WTO 다자협상 모든 분야를 중장기 관점에서 천천히 접근할 필요는 없
다.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협상분야나 의제가 있다면, 이는 속도를 내서 적극
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기에 우리
나라의 이해를 반영, 확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령 협상 부진으로 우리
나라의 이익 반영에 실패한다고 해도 추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적
극적인 활동과 입장이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전략적
접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가. 농업
1) 주요 이슈와 쟁점
WTO 농업협상은 지금까지의 다양한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성과 도출을 목표로 최근 7개 주요 의제를 제시한 바 있
다. 7개 의제는 ① 국내보조 감축 ②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③ 시장접근 ④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⑤ 수출경쟁 ⑥ 수출제한 ⑦ 면화 등이다. 7개 쟁
점은 나름 중요한 의제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 추이를 감안할 때 각료회
의에서 타협 가능성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국내보조 감축은 가장 진전이 있는 분야였으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교
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해결은 아직도 요원하다. 인도
가 자국의 공공비축 보조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농업협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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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필요한 데다 이에 대한 선진국들의 반발이 거세다.169) 특히 최근 공공
비축 물량이 세계 시장에 나와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의문을 사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잠정해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
이므로 당장 인도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도 역시 이 문
제를 시급히 해결할 유인은 없다.
시장접근은 가장 핵심인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
립이 첨예하여 논의 자체가 진전이 없는 분야이다. 아울러 개도국 세이프가드
(SSM)와 연계되어 있어 복잡하기도 하다. 수출경쟁은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된
상태에서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각료회의에서 결정문이 만들어질 수
있으나 큰 의미는 없다.
수출제한은 최근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관심이 커졌으며, 다
양한 제안도 나와 있다. 대부분은 위급한 상황에서 식량(순)수입개도국의 식
량안보를 위해 수출국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해지는 수출금지나 제한을
WTO 규정이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출국 내
에서도 부족한 식량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만 위급한
상황이라도 유엔식량계획(WFP)이170) 구매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이나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는 회원국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
성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내년 개최될 각료회의에서 성과 도출이 가능한 의제는
수출경쟁이나 수출제한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나마 국내
보조 감축의 경우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수는 있다. 즉 현재 감축
보조(AMS), 최소허용보조(DM), 블루박스보조, 개도국보조, 허용보조 등으로
세분화된 농업보조금을 허용보조만을 빼고 모두 합해 무역왜곡보조로 통합한

169) 기존 농업협정문에 따르면 현 인도 주장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은 감축보조에 들어간다.
170) 유엔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은 기아 퇴치를 목적으로 식량원조를 통해 개도국
의 발전을 도모하기 설립된 UN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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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를 기준으로 감축을 하자는 방식의 논의는 진전이 가능할 수 있다. 구체
적인 감축률과 감축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감축대상이 될 보조금
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타협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협상대응 방향
수출경쟁은 우리나라와 큰 이해관계가 없으나, 수출국이 임의로 수출을 제
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인 수출제한은 식량 수입국 입장에서 적절히 규제될 필
요가 있다. 특히 수출제한이나 금지가 일시적 공급 충격을 주어 농산물 가격이
일시적이나마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 식량수입 개도국에게는 경우
에 따라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한편 수출제한 규제는 향후 식량안보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국내보조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농업보조, 특히 생산과 가격에 연동된 감축보조의 증가
세는 적절히 규제될 필요는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지급
실태 통보를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를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의 감축보조 증가는 적절히 지적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미국의
보조 급등 문제도 우리의 대응입장 마련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접근이나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는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논의될 경우 먼저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보장을 위해 실행관세와
양허관세 사이의 격차 문제를 출발점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의 경우 앙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어 논의 결과에 따라 일종의 감축
크레딧(credit)을 받을 수도 있다.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의 경우 선진국 입
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G33의 핵심 관심사이
기 때문에 G33의 일원으로서 부정적 입장 표명은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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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산보조금
1) 주요 이슈와 쟁점
가) IUU 어업 보조금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 어업)은 수산자원의 과잉어획을 조장하고, 어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
한 국제사회 및 지역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에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2011년부터 수산자원 관리를 약화시키는
IUU 어업을 규제하자는 내용의 제안서171)가 제출되었고, 2017년부터 본격적
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IUU 어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IUU 어업의 정의 문
제이다. 현재는 IUU 어업을 판정하는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통합문서의 각주
4에서 “IUU 어업을 결정 또는 확인할 권리가 기국과 보조지급국에 있으며,
IUU 어업 결정 시 IPOA-IUU의 para.3에 근거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제
시하는 수준이다.172) 이마저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 현재 괄호로 표시되어 있
다. 이는 각국 어업이 처해 있는 상황과 불법어업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IUU 어업을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입장과, IUU 어업에 대한 정의를 최
대한 국제기준에 따라 간결하게 정의하자는 입장이 대립한 결과이다.
둘째, IUU 어업 판정 주체이다. IUU 어업을 판정할 수 있는 주체로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을 관할하는 기국, 보조지급국, 연안국 그리고 RFMO(A)
(지역수산기구: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또는
171) WTO, Negotiating Group on Rules, Fisheries Subsidies–Articles I, II and IV-Communica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Additional comments and materials to complement Korea's
proposal submitted on 22 September 2010 as “Fisheries Subsidies Annex–Articles I, II
and IV(TN/RL/GEN/168)”-Supplement, TN/RL/GEN/168/Suppl.1, 4 February 2011.
172) 원문은 다음과 같음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a) and (b), each Member maintains the right to determine what constutes such [identification,], determination, or listing of IUU fishing
[based on paragraph 3 of IPOA-I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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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Arrangement, 이하 RFMO)가 있는데,
이 모두를 IUU 어업 판정주체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판정 주체가 다양한 이유는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뿐만 아니라 제3국 EEZ와 공해에서
도 조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173) EEZ에서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에 보조금
을 지급한 경우, 자국법에 따라 IUU 어업 여부를 판정하는 데 큰 이견은 없다.
문제는 연안국 해역에 제3국의 어선이 입어 협상을 통한 입어 시, 제3국 어
선의 IUU 어업 행위를 연안국이 판단할지, 보조지급국이 판단할 것인지에 대
해서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연안국의 판단을 인정할 경우, IUU 어업에 대한
법․제도가 명학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IUU 어업 등재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IUU 어업 판정 주체
의 확대를 반대하는 국가들의 입장이다. 또한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
해에서 RFMO의 IUU 목록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WTO 회원국이 각기 다른 RFMO에 가입되어 있고, RFMO의 IUU 어업 판정
절차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규율상 형평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IUU 어업 규율 대상을 선박에 한정할 것인지, 운영자까지 포함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합의되지 않고 있다. 칠레, 뉴질랜드, 미국, 아이슬란
드, 노르웨이 캐나다, 필리핀 등은 높은 수준의 규율 도입을 위해 IUU 어업에
개입한 운영자에 대한 보조금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 인도, 캐
나다, 에콰도르, 대만 등은 관행상 선박만이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해당 이슈와 관련된 문제는 특히 운영자가 복수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다. 복수 어선 소유자가 특정 어선의 IUU 어업 행위로 IUU 어업 행위에 가

173) 제3국 EEZ에는 외국 어선들이 입어협상에 기초하여 입어료를 지급하고 입어함. 공해는 지역수산관
리기구(RFMO)가 관할하는 수역과 그렇지 않은 수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RFMO 수역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며 쿼터를 할당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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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인식
하고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 외 경미한 위반 행위도 IUU 어업으로 볼 것인지, IUU 어업으로 지정되었
을 때 보조금 금지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도 아직 쟁점
으로 남아 있다.

나) 과잉어획 보조금
통합 문서 제3.3~3.6조는 과잉어획된 어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업
(Overfished Discipline, 이하 과잉어획 보조금이라 칭함)에 대한 규율을 담
고 있다. 과잉어획된 어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업에 보조금 지급을 금지
하자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으나, 해당 규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기
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간에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과잉어획 보조금 금지 논의는 과잉어획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한다. WTO 수
산보조금 규범에 과잉어획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수의 국가
들이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뉴질랜드는 과
잉어획에 대한 정의로 최대지속생산량(MSY: Maximum Sustainable Yield)
또는 대체 기준을 제시하였고, 최빈개도국과 ACP, 노르웨이 등은 MSY를 준거
점으로 사용하고 동시에 RFMO의 정의도 유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잉어획 어족에 대한 보조금 금지와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규제 방식, 과잉
어획의 판단 주체, 과잉어획과 수산자원관리제도의 연계, 미평가 어족에 대한
일응 추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2017년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CPTPP 가입국을 중심으로 과잉어획 상태의 어족자원에
대한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영향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
되었다. 그 외 ACP, 노르웨이, 러시아 등은 과잉어획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특정하여 목록화하고 이를 금지하자는 입장이고, EU 등은 목록 방식과 영향평
가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표 5-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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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과잉 어획된 보조금 규제 방식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목록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목록 방식

영향평가 없이 금지

CPTPP 국가

ACP, LDC, 노르웨이,
러시아, 인도

영향평가 방식

EU, 대만,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모로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중남미 6개국,
브라질, 미국

자료: 수산보조금 협상 참석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정적 영향평가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영향
평가’의 필요성이다. 뉴질랜드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없이 과잉어획 상태
의 어족을 어획하는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한 보조금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질랜드와 공동 제안국인 아이슬란드도 수산자원 영향평가가 보조
금의 우회지급을 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 없이 과잉어획된 어
족을 어획하는 어업에 대한 보조금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부
정적 영향평가 방식을 통해 해로운 보조금을 금지할 수 있고, 부정적 영향이 없
다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예외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ACP
국가들은 ‘부정적 영향평가’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과잉어획된 수산자원에
수산보조금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부정적 영향평
가’가 규율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둘째, 특정 어족자원의 과잉어획 상태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로 중남미 6개국, ACP, LDC, 에콰도르, 노르웨이, 대만, 캐나다, 인도 등 대다
수의 회원국은 관할 수역에서는 관할국이, 공해에서는 RFMO가 판단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이 쟁점은 대체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셋째, ‘부정적 영향’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가장 입장이 대립되는
쟁점이다. 일본,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멕시코를 포함한 다수 국가는 수
산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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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LDC, ACP, 인도 등은 보조 지급국이 부정적 영향을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과잉어획 결정을 위한 정보의 특성이다. 과잉어획을 판단하는 회원국
또는 RFMO를 문구에 명확하게 명시할 것인가에 대해 ‘최선의 과학적 정보/가
용한 증거’를 이용하자는 입장과 ‘회원국 또는 RFMO에서 최선의 과학적 정보
/가용한 증거’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대립되어 있다. 에콰도르, LDC, 노르웨이,
멕시코, EU, 페루, ACP, 인도 등은 회원국의 가용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정보
를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나 EEZ 내
는 관할국, EEZ 밖은 RFMO가 최선의 과학적 증거(evidence)를 기초로 과잉
어획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섯째, 과잉어획과 수산자원관리제도의 연계 문제이다. 과연 수산자원관리
제도가 과잉어획된 어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뉴질랜드, 아이슬란드는 수산자원관리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보조금 효과를 결정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수산자원관리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과 EU는 수산보
조금의 부정적 영향을 금지함과 동시에 수산자원관리제도는 규율의 중요한 부
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 또는 정보에 근거한 자원평가,
어획 노력량 통제, 모니터링 및 감시가 동반되어야 하며, 수산자원관리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보조금이 존재할 경우에도 수산자원이 과잉어획되기 어
렵다는 논리이다.
여섯째, 미평가 수산자원에 대한 문제이다. 자원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수산
자원을 어획하는 어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자는 취지인데, 이후
해당 논의는 자원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어족자원을 과잉어획다고 추정하는 것
이 적절한지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와 EU가 미평가 어족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자는 입장인데,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지 않
은 수산자원은 과잉어획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평가된 자원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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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DC,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평가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잉어획되었
다고 일응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역량 부족으로 자원
평가를 이행할 수 없는 국가들을 고려해야 하며, 평가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잉
어획되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미평가 어족자원에 대해
추정을 금지한다는 데는 LDC나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미평가 어족이 과
잉어획 상태라고 입증되었을 경우 보조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할 수역 밖 RFMO 쿼터를 할당받는 어업에 대한 규율 적용 여
부이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가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
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보조금은 전부 금지되어야한다는 방향으로 논리가 확장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U도 뉴질랜드와 아이슬란드의 입장을 지지하며, 보조
금 지급시 RFMO 관할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과 관할 밖에서 조업하는 어업
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RFMO 쿼터에 대해서도 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브라질, 태국, 콜롬비아, LDC, ACP그룹은 RFMO 관리 수역의 어업을
규율에서 제외하고 RFMO가 관리하지 않은 공해수역에서 이뤄지는 어업의 보
조금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RFMO의 IUU 목록을 인정한다면 자원평가 후 쿼
터를 배분하는 RFMO의 의사 결정을 신뢰해야 하므로 두 경우를 다르게 취급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다) 과잉어획능력 보조금
제3.7~3.9조에서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overcapacity and overfishing,
이하 과잉어획능력보조금) 보조금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규율의
범위와 지리적 적용 범위, 과잉어획되지 않은 어족자원에 대한 보조금 금지 적
용 제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과잉능력 보조금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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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2007년 의장안에서는 금지보조금을 종류별로 나열한 ‘목록 방식’으로 회원
국간 합의 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통합문서에서도 대괄호가 쳐져
있지만 3.7조에서 어선 건조, 어선의 어탐능력을 증가시키는 장비 지원, 어선
수입, 유류비, 운영비 등 7개 항목을 금지보조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
록 방식이 WTO 회원국간 합의 도출은 어럽게 할 수도 있지만, 규율의 형식·형
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떠한 보조를 과잉어획능력 보조로 금지해야 하는지
명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5-8. 수산보조금 제6차 의장 수정안: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
조항

주요 내용
(a) [어선] [선단] [회원국 총 어획능력] [유지] [증가] 보조금 [어선현대화
프로그램 포함]
(b) 어선의 어탐능력을 증가[유지] 시키는 장비습득 지원 장비: [어구, 엔진
가공기계, 어탐기술, 냉장시설, 분류 또는 세척기계][선상 기타 장비]

3.7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의 범위

(c) 어선 [건조] [습득] [현대화] [개조] 지원
(d) 어선 수입 또는 이전 지원 [합작투자 포함]
(e) 유류사용 또는 유류사용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계획
(f) [어선 및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한 운영비] 운영비: 면허, 유류, 얼음, 미끼,
인건비, 소득지지, 가격지지, 사회적 비용, 보험, 선상지원 또는 어선 운영
소실 보전
(g) 관할수역 밖 대규모 산업형 어업 활동 능력 증가 보조금
RFMO에 따른 쿼터·권리 이행목적이 아닌, [과잉어획 상태 목표 어족자원에

3.8 관할수역 밖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선 또는 운영자] [어업 및 어업관련 활동]에 대한
보조금 및 [과잉어획 상태 목표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선 또는
운영자] [어업 및 어업관련 활동]에 대한 보조금

3.9 과잉어획 상태 과잉어획되지 않은 상태의 어족 자원에 대한 어선,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 금지
주: [ ] 표시는 회원국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문안을 의미함.
자료: WTO, Negotiating Group on Rules, Fisheries Subsidies-Working Document-Communication from the
Chair – Revision, TN/RL/W/274/Rev.6, 14 November 2018 참고하여 저자 번역 작성.

노르웨이, EU는 목록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어떤 보조금을 금
지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유류보조금과 어선 건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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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금지 보조금 목록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EU도 목록
방식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면세유(fuel-detaxation
scheme)도 목록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고, 과잉어획능력을 증강시키지 않
는 이로운 보조금 목록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라질, 뉴질
랜드,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는 별도의 이로운 보조금 목록이 불필요하다는 입
장으로, 해당 사항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조 6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자체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
문에 별도의 이로운 보조금 목록을 마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통합문서에는 없으나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이 ‘보조금 지급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상한설
정 방식의 금지보조금이란 각국에 부여된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의
미한다. 단 IUU 어업, 공해상 어업, 과잉어획 어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
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면세유 등을 포함해 과잉어획능력 보조
금의 상한선 설정 및 통보‧감축 의무에 큰 부담을 느끼는 EU, 대만 등이 미국의
제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모로코가 대규모 산업형 어업 금지, 편의치
적 어선에 대한 보조금 금지 등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상한제는 2019년 하반기
에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에서 운영비 지원 항목인 유류비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
도국 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WTO 보조금협정에 따라 특정
성 있는 유류보조금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도는 특정성(specific) 유무
와 관계없이 모든 유류보조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선진국은 충분한 재정으로 여러 산업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특
정성 문제를 회피할 수 있지만 개도국은 재정 부족으로 특정 산업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논의를 위해서는 특정성에 관계없
이 유류 보조 모두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이와 같은 제안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나 선진국의 대응이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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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논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콜롬비아 등 중남미 6개국은 세계 수산업의 84%를 차지하는 산업형 어
업(large scale industrial fishing)에 대한 보조금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ACP 국가들은 대규모 산업형 어업의 자본비 및 운영비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모로코는 대규모 산업형 어업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점에서
이들 제안이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협상 초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
으나,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입장 차이를 봉합하는
한편 개도국의 반대 명분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제안서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2) 협상대응 및 국내대응 방향
WTO 규범협상에 속하는 수산보조금 협상은 해양환경보호와 수산물의 자
유무역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WTO 회원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계속 협상을 이어왔
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IUU 어업, 과잉어획, 과잉어획능
력 보조금에 관한 여러 제안서를 제출하며 수산보조금 규범 제정에 참여해왔
다. 특히 포괄적 규범 적용을 주장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소위 Fish
Friends Group(FFG)에 맞서며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FFG그룹에 맞서며 다수의 이슈에서 전략적 공조체계를 유지해왔던 일
본과 EU가 CPTPP 등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개도
국특혜 주장 중단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도 개도국특혜를 활
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할 때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수산보조금에 대
한 명확한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즉 WTO 수산보조금 규범 수준을 수용할 것
인지, 또는 WTO 규율보다 높은 CPTPP 수준의 규율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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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결정에 기초하여 협상전략을 마련
할 수 있다.

가) IUU 어업
IUU 어업이 국제사회의 수산자원 보호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어업
으로 지목되면서 연안국과 RFMO의 IUU 어업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IUU 어업과 관련한 국제규범 연구기능 강화이다. 해역별로 RFMO의
보존관리조치 이행 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IUU 어업에 해당하는 사항도 해역
별로 다르다. 따라서 IUU 어업에 관한 거버넌스 및 규범을 형성하는 해역별
RFMO, UN, FAO 등 연례회의에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의제
및 보존관리 조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어업이 입어하는 주요 연안
국의 수산 관련 법제를 파악하고, 어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효과적으
로 전달․교육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IUU 어업 적발과 보조금 지급 금지 간 행정처리의 연계성 강화이
다. 국내에서 IUU 어업이 확인되는 어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원칙적으
로 금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수산보조사업지침
에 IUU 어업행위 확인 시 보조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원양어
업뿐만 아니라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도 국내 IUU 어업 단속 내용을 정보화하
고 이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시스템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하다. 국내 연근해 어업의 ‘IUU 어업 목록’을 작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
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실제 어업허가 정지 또는 보
조금 회수 등으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근해 어업인이 어획량을 보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과 인프
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연근해 어업의 경우, TAC에 참여하는 어업을
제외하고는 어획량 보고(reporting)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어획량 보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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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업인들이 느끼는 부담감, 예를 들면 각자의 조업 노하우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장
기적으로 투명하게 보고하는 어업 관행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IUU 어업 근절 어업’으로 인증하는 등 긍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어
업 보고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선상에서의 원활하지 않은 통신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자모니터링(EM: Electronic Monitoring)과
전자 보고(ER: Electronic Reporting)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어선 현대화 및
관련 시설 지원도 적극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 과잉어획 어업
과잉어획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데이터에 기
반한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원평가모델에 따른 수산자원 상태
를 추정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수산자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다. 둘째, 수산자원평가를 고도화하여 어종별 목표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평가 고도화를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의 활용뿐
만 아니라 어획량과 양륙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자원평가 과정에 반
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량적 데이터를 보완
하고 자원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생
성하는 어업인, 어업인 단체, 유통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업과 수산자원 간 역학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R&D를 강
화한다. R&D 목표는 어업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
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산자원은 해양생태계 변화, 기후변화, 육상에 기인한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수산자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평가가 후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자원평가 결과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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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조금을 유지하면서도 수산자
원관리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우리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캐나다, 일본, 미국,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과학적 자원평가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관련 정부 홈페이지에 수산자원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
다. 특히 미국은 46개 어업관리계획하에서 479개 어종을 관리하며, 과잉어획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479개 어종 중 321개 어종이 과잉어획
상태이며, 244개 어종이 남획에 대해 상태임을 발표하였다. 추가적으로 미국
은 자국 해역의 과잉어획 및 남획에 대해 환경적 요인 및 미국 권한이 제한된
국제 어업 관행이 과잉 어획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174)

다) 과잉어획능력 어업
과잉어획능력 어업 보조금의 가장 큰 쟁점은 면세유와 어선 현대화이다. 면
세유와 관련해서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규율 예외를 일관적으로 주장하
고 있는 국가는 EU, 우리나라, 대만 등이다. 과잉어획능력을 규율하기 위해 목
록 방식, 효과 방식, 상한제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어떤
방식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면세유를 제외하고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한제의 경우에는 개도국
도 예외없이 면세유를 포함하여 상한을 설정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WTO 개혁 지지 입장을 밝히며 2019년 개도국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우리나라는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에 면세유 폐지가 국내 수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수산자원관리를 잘 이행하여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어업
174) NOAA, “2018 Report to Congress on the Status of U.S. Fishe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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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해서 조건부로 면세유를 지급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특정성을 완
화하는 방안으로 농어업에 한정된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
지만 이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면세유 지급을 위해 특정성을 완
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잉어획능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류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기어선 보급을 고려할 수 있다.
전기어선 보급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어업별 선형 개발 등 R&D를 기초로 국내
연근해 어업에 점진적으로 전기어선을 보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잉어획
능력 규율에서 그린박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과잉
어획능력에 기여하지 않는 조건불리지역의 어업인 지원, 어촌 뉴딜사업 등을
최대한 그린박스에 포함시키고, 조건불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에 대
해서는 패키지 방식으로 수산보조금 지급을 유지·확대하는 것이다.

다. 전자상거래
WTO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는 1998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각료
회의에서 미국이 제시한 전자적 전송(Electric Transmissions)에 대한 WTO
회원국의 무관세 관행 지속 제안에 따른 ‘세계전자상거래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시작으로 본다.175) 이 선언은 WTO
회원국이 전자적 전송에 대해서 무관세 원칙(모라토리엄)을 적용하는 관행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전자상거래의 무역 관련 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향후
의 작업계획을 설정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176)

175) 박지현(2018), p. 5.
176) WTO, WTO Ministerial Conference,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adopted on 20 May 1998, WT/MIN(98)/DEC/2, 25 Ma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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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금까지 WTO 회원국들은 매 각료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전자상
거래 모라토리엄을 갱신해왔으며, 별도의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을 4개의
WTO 산하 위원회(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 무역이사회, 지식재산권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에 두고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왔다.177)
그러나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디지털 역량 격차와
개별 회원국간의 국내정책 차이 등으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 이
외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178)
한편 WTO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2017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
스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원활화는 WTO의 중요한 임무라
는 인식하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이 발표되었다. 이 공동선언에는 WTO 71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전자상거래 작업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협상을 위한 사전작업(exploratory
work)을 개시할 것을 밝히며 전자상거래협상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179)
이후 2019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 중국, EU,
일본을 포함한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76개국이 전자상거래협상을
WTO의 공식 협상의제로 할 것을 제안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180)
이후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협상이 개시되었고 현재까지 7차례
협상에서 6개의 포커스그룹이 15개의 하위 주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전자서명, 전자계약),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의 이슈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181)

177) WTO, “Electronic Commer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2).
178) 박지현(2018), p. 5.
179) WTO, “New initiatives on electronic commerce, investment facilitation and MSMEs,”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8. 12).
180)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WT/L/1056, 25 January 2019.
181) Ismail(202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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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WTO 전자상거래 협상 포커스 그룹
포커스 그룹
1. 전자상거래 활성화
2. 개방성(Openness)
3. 신뢰
4. 공통이슈

세부 협상 주제
전자서명, 전자계약, 전자인증, 전자송장. 전자결제
데이터 이동, 디지털 제품 비차별 원칙, 법적 책임 범위, 정보공개,
인터넷·데이터 접근성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스팸, 저작권 침해, 기업 소스 코드,
데이터 암호화
통신 투명성, 사이버 보안, 국가간 협력, 국내 규제, 개도국 특별대우

5. 통신(telecommunication) 통신 투명성,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장비 및 상품
6. 시장접근

상품, 서비스 시장 접근, 전자전송 무관세

자료: Ismail(2020), pp. 16-23 재정리.

전자상거래 협상 포커스그룹에서 논의되는 첫째 주제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관련 그룹협의는 기본 합의안이 도출되었을 정도로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
다.182) 또한 신뢰 관련 그룹 협의에서도 참여국들은 소비자 동의 없는 상업 메
시지(스팸) 금지 등 소비자보호에 대해 공통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이슈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국경간 데이터 이동, 서버 현지화, 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 공개
금지, 디지털세, 오픈 인터넷에 대해서는 주요국 사이에서도 입장 차가 큰 것으
로 알려져 있다.183) 그럼에도 참여국들은 2021년으로 연기된 제12차 WTO
각료회의까지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오타와
그룹(Ottawa Group)184)은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 가속화 및 우선화를 약
속하며 2020년 말까지 협상을 위한 기본조문(consolidated negotiating
text) 도출을 목표로 선언하였다.185) 이러한 노력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182) “WTO e-commerce moratorium and plurilateral talks: state of play,”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7).
183) Hufbauer and Lu(2019), p. 1.
184) 오타와 그룹은 WTO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캐나다 등 13개 국가가 지난 2018년 결성한 그룹으로,
캐나다가 의장국임(한국도 참여).
185) “Ottawa reform group aims for WTO e-commerce negotiating text in 2020”(2020. 6.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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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자상거래 복수국간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협정문 초안이 상당 부분 작
성된 것으로 알려졌다.186)

1) 주요 쟁점
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moratorium)의 영구화 이슈
전자적 전송은 1998년 2월 WTO 회원국들이 한시적인 무관세 조치를 결정
한 이후 각료회의에서 무관세 관행을 연장하고 있으며, 현재 12차 각료회의 개
최 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인도와 남아공을 중심으로 개도국들
이 무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식 제안187)하면서 무관세조치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인도와 남아공은 무관세 원칙이 게임·방송·영화 등 디지털 상품의 전자적 전
송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개도국인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아
직 낮은 수준의 자국 내 디지털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수단(예: 수입 관세
등)을 사용할 수 없어 무관세 조치는 개도국에게 비대칭적으로 불리하다는 입
장이다. 특히 두 국가는 무관세 관행으로 인해 막대한 잠재적 관세수입을 잃어
버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입관세 부
과가 개도국 내 유치단계의 디지털 상품 생산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188)
이에 반해 미국·EU·일본·호주 등 대다수 선진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인터
넷 과세의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 혹은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자적 전송물을 무형의 상품으로 보고 GATT 규범을 적용하여 강
186) “WTO e-commerce leaders call on members to accelerate work on text”(2020. 11.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1).
187) WTO, General Council,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Need for a Re-Think - Communication
from India and South Africa, WT/GC/W/747, 13 July 2018.
188) WTO, General Council,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the E-Commerce
Moratorium: Scope and Impact - Communication from India and South Africa,
WT/GC/W/798, 11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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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자유무역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U는 전자적 전송물을 상품보다는
서비스로 분류하여, 서비스협정(GATS)의 규범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개도국들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무관세로 인해 상실되는 잠재적 관세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강조하
며 무관세의 영구화에 반발하고 있다.189) 특히 개도국들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화를 폐지하더라도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따라서 개별국가에게 관세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
장하고 있다.190)

나)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인
터넷을 기반으로 수익모델이 성장하면서 온라인상의 데이터 이동과 축적은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사용하는가가 사업 성장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191) 이 과정에서 막대
한 양의 정보를 기업이 보유·관리하게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정부가 데이터 이
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 제한 금지를 적극적으로 주
장하고 있다. 미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데이
터 이동에 소비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다만 미국은 공익적 목적의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맥락에서 드러난 위
험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데이터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92) EU는
189) Banga(2020); Lee-Makiyama(2020),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6).
190) Ariyani(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6).
191) Hufbayer and Lu(2019), p. 7.
192) 김현수 외(2019),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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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자유 이동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개인정보의 경
우 예외의 범위를 다르게 본다. EU는 개인정보보호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 회원국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193)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94) 싱가포르, 일본도 상업적 목적의 국가간 데이터 이전을 허
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당한 공익적 목적의 경우 예외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차이가 있다.195) 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있어 데이터 이전을 협상의
제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에 회의적이다. 중국정부가 이미 데이터 이동을 강하
게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6월부터 중국은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여 핵심 정보기반 시설을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개인정보나
기타 중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에 중국정부의 보안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데
이터의 해외이전을 사실상 억제하는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펴고 있다.196)

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소스코드 공개 금지
데이터의 지역화 금지는 상업적 용도를 위해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저장하는
데이터 서버나 저장장치 등의 컴퓨터 시설을 사업을 하는 국가 안에 반드시 위
치시키거나 해당 국가의 컴퓨팅 설비를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소스코드
공개 금지는 해당국에서 수입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나 소스코드에 담긴 알고리즘을 정부 당국에 강제로 이전하거나 접근할 수 있
는 권리를 요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3)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2020), “WTO e-commerce negotiations,”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11. 16).
194)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EU Proposal for WTO Disciplines and
Commitmen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erce,” INF/ECOM/22, 재인용: 이규엽, 강민지
(2019), p. 7.
195) 이천기 외(2020), p. 138.
196) Hufbayer and Lu(201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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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일본 등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나 소스코드 공개 정책이 무역장벽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컴퓨
팅 시설의 위치를 제한하여 데이터를 지역화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
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금융서비스 사업자까지 확대197)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소스코드에
담긴 알고리즘에 대한 이전/접근 요구 금지까지 제안한 상태다.198) 한편 EU,
일본,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 외 다수의 국가가 데이터 지역화 조치뿐 아니라
소스코드나 소프트웨어의 강제적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199)
반면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은 소비자 정보보호
를 위한 수단으로 사실상 데이터 저장설비의 현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국내법
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도 데이터 지역화 조치 및 소스
코드 공개 요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200)

표 5-10.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에 대한 미국, EU, 중국의 입장
쟁점

미국

EU

중국

관세

영구적 무관세

영구적 무관세

2년마다 무관세조치 연장

데이터 이동

자유화(예외 인정)

자유화(예외적 금지)

자유화에 회의적

데이터 지역화

지역화 금지

지역화 금지

지역화 찬성

개인정보 노출 위험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국가 안보를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

국경간 데이터 이동

위한 데이터 이동 제한

으로만 보호

제한조치 가능

조치 가능

개인정보
소스코드

이전, 공개 금지

이전, 공개 금지

금지에 반대

오픈인터넷

동의

동의

강한 국가 통제

디지털 세

반대

도입 찬성

불분명

자료: Hufbayer and Lu(2019), p. 2.

197) “U.S. WTO E-Commerce Offer Reflects USMCA Digital Trade Chapter”(2019. 5. 6),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0. 11. 16).
198) 이규엽, 강민지(2019), p. 8.
199) “U.S., others call for cross-border data flow, no localization in WTO e-commerce
talks”(2019. 5.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6).
200) Hufbayer and Lu(2019), p. 6; KOTRA(2020c),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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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책 방향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다루는 의제의 주요 쟁점별 논의를 종합해 판단
하면, 미국은 의제에 따라 유럽연합 또는 중국과 대립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표 5-10 참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
운 이동 조항의 필요성에 이해를 같이 하지만, 이동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소비자 데이터 보호를 개인의 기본
권으로 여기는 유럽연합이 2018년 GDPR을 통과시키면서 변화를 몰고온 것
이다. 중국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관한 언급을 피하는 한편 데이터 지역화 조
치 금지, 소스코드 공개 금지와 같은 이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연합을 포함한
협상참여국과 대립한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 의장
국이기도 하지만, 각국이 보유한 디지털 기술 수준이나 해외시장 개척 내지는
확장을 위해 WTO 전자상거래 규범 정립에 적극적이다. 또한 WTO 전자상거
래 협상 전반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결구도가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단기
에 협상참여국끼리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전자전송의 영구적 무
관세(모라토리엄) 이슈는 회원국간 합의 도달에 지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도
네시아를 필두로 인도, 남아공, 베트남 등이 논의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관세
부과라는 정책변수를 지켜내려는 저항 의지의 표출로 해석된다. 모라토리엄이
실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실증이 불가능하므로 정치적․소모적 논의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데이
터 주권, 개인정보 보호, 자국기업 보호, 세수 확보 등을 근거로 보호주의적 디
지털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협상의 진척을
위해서 협상참여국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WTO 전자상거
래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정문 도출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참여국간 이해관계, 협상의제 범위, 협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러 이슈를 포괄하는 완성된 형태의 협정문을 도출하
여 MC-12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합의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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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낮은 수준일 것이다.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입장 차가 작은 조항이나
합의 도출이 용이한 분야만을 선택적으로 묶어 협정을 타결하는 조기수확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201)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원하는 미국이나
여타 국가의 목표를 고려할 때 WTO 전자상거래 논의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더 크다. 따라서 쟁점화된 이슈를 해소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는 상대적으로 장기에 걸친 논의가 필요하며, 이 부분은 오히려 한국에 기회가
된다. 즉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입장을 정립하
고 기업, 산업,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부문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슈
별 이해관계자 입장을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금
융, 의료, 교육, 통신, 디지털 콘텐츠 등 모든 산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따져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전자전송 영구적 무관세 조항부
터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서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공개 금
지, 시장접근, 비차별 등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FTA 차원에서 논의되는 조
항에 대한 기업, 산업,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디지털 관련 전문가, 싱
크탱크, 학계의 의견도 함께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무역
관련 이슈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공청회
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지식재산권, 경쟁법, 디지털
세 등 여러 이슈가 디지털 무역규범과 관계되므로 모든 논의의 시작이 될 객관
적인 자료 창출 차원에서 국내 경제적 영향 분석과 공청회를 통한 입장 청취가
중요하다. 이 시간을 우리 기업이 디지털 무역 시 겪는 무역장벽을 파악하는 기
회로 삼아 국내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를 고려해봄직하다.
다음으로 산업별 경제적 영향 분석에 근거한 협상 전략을 구체화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기업, 산업, 이해관계자의 애로요인을 관철할 수 있도록
201) Congress Research Service(2019a),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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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산업 수준을 고려하여 시장개방과 관
련된 유보 및 예외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는 대체로 GATT 형식의 디
지털 무역협정을 주장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의 적극적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있
다.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만약 완전 개
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산업이나 분야는 내국세를 통한 국내 조치가 가능하도
록 조항 삽입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 또한 군사 및 기간시설의 안보가 중요하므
로 데이터 이동 자유화, 서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공개 금지 관련 조항에서
유보 내지는 예외조치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외는 비상 상황이나 공
공정책적 목적에 부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중보건과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
민적 합의가 있었다.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
보의 활용을 선택한 것이다. 반대로 개인정보 활용이 중요하여 데이터 이동 자
유화, 서버 현지화 금지가 의무 규정으로 여겨지지만, 국가안보가 침해당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 차원의 디지털 무역규범 강화와 WTO 차원에서 나타날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한국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국내 제도 정
비와 협상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
정(KORUS FTA) 체결 시 ‘전자상거래’ 장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를
약속할 때만 하더라도 동 조항은 그간 체결된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초
의 데이터 관련 협력 규정이었다. 그 이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포괄적
이고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은 CPTPP, USMCA, USJTA 등을 통해 디지털
무역규범을 강화했는데, 구체적으로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서
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
안 등을 의무화하였다.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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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Digit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도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과 서버 현지화 금지가 강제 조항이다. 기체결된 양자/지역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는 디지털 무역규범의 조항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도출될 합의문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
화와 디지털 무역규범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국내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적
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부분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WTO 전자상거래 협정문 작성 과정에서 통보와
투명성 강화, 무역 원활화와 개발·협력 메커니즘 구축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개도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전자상거래 협정문 도출에 실질적인 기여도 가능하고, 그만큼 디지털 경
제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개도국지위 및 우대
1) 핵심 쟁점
개도국지위 및 우대의 핵심 쟁점은 WTO 협정문 내 개도국 조항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개도국 세분화로 집약될 수 있다.

가) WTO 협정문 내 개도국 우대조항 활용 제고
개도국의 특혜조항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WTO 내 개도국 우대조항을 개정하려는 개도국들의 시도는 실현되기 어려
울 전망이다. 개도국들은 현 WTO 협정문 내 개도국 우대조항이 대부분 노력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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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우대조항을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개도국
입장의 핵심이다.
선진국은 개도국 우대조항 활용 제고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만드는 것은 회원국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 우대조항의 법적 의무화는 선
진국의 반대가 강하기 때문에 개정되기 쉽지 않으며, 각료회의에서는 개도국우
대의 필요성과 효과적 활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타협이 시도될 가능
성이 크다.

나) 개도국 세분화(개도국특혜 비대상 국가의 확인)
개도국의 발전 정도에 따른 이질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 세분화는 향후 논쟁
이 계속될 쟁점이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를 위한 객관적 기준의 설정과 도입은
일부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온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EU 등 일부 선진국이 개도국 세분화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개도국
이 특혜를 받기 위해 납득할 만한 객관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개도국을 세분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역시 해당 조건의 입
증을 개도국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안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 협상대책 방향
가) 신중한 접근
개도국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입장을 언급할 경우 향후 동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
속해서 개도국이라고 강변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은 다른
회원국에게 신뢰 손상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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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 원칙은 언급 필요
신중한 접근 속에서도 개도국지위나 특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
은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립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견지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개도국우대가 필요한 것은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둘째, 개도국우대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서 선진국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개도국간 경제발전의 차이를 감안할 때 모든 개도국에게 동일한 수준
의 개도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개도국들도 발전 수준에
상응한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논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합리적인
원칙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이다.

다) 기준 설정에 따른 개도국 세분화보다는 위원회를 활용한 사안별 접근을
개도국 세분화를 위한 특정 기준의 도입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할 때 협
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기준 자체가 갖는
한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 설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적 논쟁에 빠져 협상 진전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개도국의 발
전 단계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 심지어는 문화적 측면까지
발전이란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해서 볼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해질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
국 각자의 관점에서 유리한 기준을 들고 나올 것이 예상되므로 논의 이후 선진
국과 개도국이 모두 동의하는 기준 도출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특정 기준에 근거한 이분법적 접근(개도국으
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룹과 받을 수 없는 그룹)보다 개도국우대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검토해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모든 개도국에게 획일적으로 개도국특혜를 허용하는 것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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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도국특혜를 원하는 국가가 있다면 해당 국가가 왜 개도
국특혜가 필요한 지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후 특정 위원회에서 그 적절성을
심의해 개도국우대 허용 여부, 허용할 경우 그 수준 등을 권고하는 방안, 소위
사안별 접근방법(case by case)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안별 접근은 일단 개도국 세분화 관련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관련 위원회에서 해당국이 제시한 필요성과 위원회 자체의 검토 기
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의 개도국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개도국우대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회원국을 위원회에서 선별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도국우대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에 한정된다는 기간
제약을 부여할 수도 있고, 요구된 개도국우대를 모두 다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
으로만 인정하는 경우, 또한 이번에는 개도국우대를 인정하되 다음 다자협상에
서는 명백히 졸업을 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개도국
우대방안이 나타날 수 있다.
사안별 접근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개도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우대를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관련 위원회의 구성을 선
진국과 개도국 동수로 하되 의장은 개도국에서 하며, WTO 사무국이 전문적
검토를 도와주는 한편,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개도국 세분화나 개도국 선별이
아니라 개도국 우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개도국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자기
선언 방식에 의한 개도국지위 획득으로 인해 양허확정의 최종단계에 가면
WTO 회원국 누구라도 개도국우대를 적용한 양허 내용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
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국가와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개도국우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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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기준에 의한 접근 방식과 사안별 접근 방식의 비교
구분

기준에 의한 접근

사안별 접근

개도국 분류 기준

존재(합의 도출이 어려움)

없음(단 내부 검토기준만 존재)

개도국우대

개도국 요청 특혜를 검토하여 그

획일적 적용

수준을 제시

기준에 맞는 모든 개도국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자동적으로

특혜 요청 시 검토 후

개도국

선진국 의무 이행

그 수준을 제시(불인정 포함)

WTO 사무국 지원

필요 없음

합의 도출 가능성

어려움

지원을 받아
검토의 객관성 확보
어려움

자료: 저자 작성.

마. 산업보조금
1) 쟁점202)
미국은 중국의 국영기업을 통한 산업보조금 제공을 현행 WTO 보조금협정
이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비판해왔다. 이에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 당시 미국의 주도로 미·EU·일이 보조금 관련 제1차 공동성명
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공동성명을 통해 미·EU·일이 의도
하는 WTO 보조금협정 개정 방향이 구체화되어왔다.
제5차 공동성명까지는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 문제로 인한 과잉공급과 경
쟁왜곡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개정 내용 대신 전반적인 개정
방향과 취지만이 공개되었던 반면, 가장 최근의 2020년 1월 14일 제6차 공동
성명에서는 아래와 같이 WTO 보조금 규칙의 개정·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 제시되었다(표 5-12 참고).

202) 이 내용은 이천기, 엄준현, 강민지(2019); 이천기, 강민지(2020b); LEE(2020)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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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제6차 공동성명에 따른 WTO 보조금협정 개정 제안
• 금지보조금에 다음 유형을 추가
① 무제한적인 대출보증
② 도산기업 또는 부실기업에게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이 없음에도
1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공여되는 보조금
③ 공급과잉이 있는 분야 또는 산업에서 운영 중이며, 독립적인 상업적
재원으로부터 장기 융자나 투자를 확보할 능력이 없는 기업에 공여되는
보조금
④ 일정 유형의 직접적인 채무 면제
• 일정 유형의 유해보조금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제안
① 과도하게 대규모로 지급된 보조금

2

일정 유해보조금
입증책임 전환

② 경쟁력 없는 기업을 지원하여 시장퇴출을 막는 보조금(좀비기업
보조금)
③ 민간의 상업적 참여 없이 대규모 제조능력을 창출해내는 보조금
(공급과잉 유발 보조금)
④ 투입재 국내가격을 동일 물품 수출가격보다 낮추는 보조금

‘심각한 손상’
3

유무 판단요소로서
공급과잉 관련
규정 신설

• WTO 보조금협정(제6조 제3항)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보조금이 상품의 공급을 왜곡’하는 경우를 추가
- 철강, 알루미늄, 석탄, 유리, 시멘트 등 공급과잉이 문제되어온 산업에서
정부 보조금지원에 대해 WTO 차원의 규제 강화
• 일정 경우 미통보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
- 보조금 공여국이 자국 보조금을 통보하지 않고 다른 회원국이 해당

4

통보의무 불이행 시
제재규정 신설

보조금을 역통보한 경우, 보조금 공여국이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이나 시장효과를
불문하고)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
- WTO에 보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보조금 공여국의 의무를 강화하고,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수단 마련 의도
• 보조금액 산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신설 제안
- WTO 보조금협정 제14조 제(d)항을 두고 WTO 판정례와 미국의 입장이
충돌해옴.

보조금 산정기준
5

으로서의 ‘국외
가격’ 활용 가능성
구체화

- 보조금 공여국 국내시장이 왜곡되어 있을 경우,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혜택의 양(=보조금액)을 상계관세 조사당국이 산정하는 데 어떠한 기준
(benchmark)을 써야 하는지 현행 규정상 명확하지 않음. 상계관세
조사에서 이 문제가 특히 중요
- 미·EU·일은 ① 혜택 산정기준으로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② 적절한 혜택 산정기준
(보조금 공여국 외 국외가격 기준 포함)의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화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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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계속

국영기업이
6

포함되도록
‘공공기관’ 범위
확대 및 기준 명시

• WTO 보조금협정상 ‘공공기관(public body)’의 범위에 국영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
- WTO 보조금 규범을 적용받을 ‘국영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거나,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영기업이 좀 더 분명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

자료: 이천기, 강민지(2020b), pp. 5~15를 참고하여 정리.

이후 2020년 2월 미국은 「세계무역제도에서의 시장지향적 조건의 중요성」
이라는 제목의 초안203)을 의견서(communication) 형식으로 일반이사회에
단독 제출하였다. 동 의견서에서 미국은 2020년 1월 14일 제6차 공동성명에
서 발표하였던 6가지 개정요소 중 5번, 즉 ‘보조금액 산정기준으로서의 국외가
격 활용 가능성 구체화’에 관한 내용을 추가 개진하였다. 동 의견서에서 미국은
특정 회원국이 “시장지향적 조건(market-oriented conditions)”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다음을 예시하였다.
미국의 추가 제안은 시장지향적 조건의 판단 요소가 부재한 국가로부터의
상품수입에 대해서는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국에서의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보
조금(혜택의 양)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의 가격, 구성 가격, 또는 세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즉 “out-of-country benchmark”를 활용하여 보조금
을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3) WTO, The Importance of Market-Oriented Conditions to the World Trading
System -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WT/GC/W/796, 20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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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미국의 단독 추가 제안: 시장지향적 조건 판단기준
1

기업이 가격·비용·투입재·매매에 관해 자유롭게, 그리고 시장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기업이 투자에 관해 자유롭게, 그리고 시장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3

기업이 자본, 노동, 기술, 그밖의 요소에 관해 자유롭게, 그리고 시장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4

기업이 자본할당에 관한 결정에 있어 자유롭게, 그리고 시장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5

기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경우

6

기업이 시장 지향적이며 실효적인 회사법·파산법·경쟁법·사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고 독립적인
사법제도 등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7

기업이 자신의 사업결정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8

기업의 사업결정에 중대한 정부 개입이 없는지 여부

자료: LEE(2020), pp. 2-3.

또한 제6차 공동성명에 포함된 [표 5-12]의 다른 개정요소들은 WTO 보조
금협정 본문의 개정을 요하는 내용인 반면 5번의 경우 “동 협정 제14조의 공식
개정204)이 없더라도,” 일반이사회 결정을 통해 시장지향적 조건 판단기준이
제14조의 해석에 반영되어야 할 해석 요소로 인정될 수 있다. 즉 5번의 요소가
나머지 개정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반영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공식
의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실리·전략적 이유에서 제14조 관련 시장지
향적 조건 판단기준을 우선적으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 WTO 협정은 GATT Ad Article VI:1, Note 2
와 WTO 반덤핑협정 제2.7조에서 ‘간접적으로’ 비시장경제(NME)205)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외에도 “통상적인 거래”,206) “특별한 시장상황(PMS)”207) 등 덤
핑 유무 판정 및 덤핑마진 산정에 시장왜곡을 반영할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반
204) WTO 보조금협정의 경우, 개정에 전체 회원국(164개 회원국) 중 2/3의 수락(즉 110개국)이
요구됨. WTO 설립협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205) “자신의 무역을 완전하게 또는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독점하고, 또한 모든 국내가격이 국가에
의하여 정해지는 국가(a country which has a complete or substantially complete monopoly of its trade and where all domestic prices are fixed by the State).”
206)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20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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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WTO 보조금협정은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판정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그 결과 명시적이고 일관되며 구체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었다. 특히
정부 개입 등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국가의 상품에 대한 보조 여부
를 조사하는 조사당국 입장에서는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보조 산정기준으로 사용
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은
조사당국의 입증책임 부담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2) 평가 및 시사점
산업보조금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오늘날의 통상환경에 비추어 볼 때 WTO
협정의 지속적인 적실성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중국정부에 의한 또는 국영기업을 통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보
조금으로 인해 다른 회원국 기업의 시장경쟁력과 상품가격이 왜곡된다는 지적
을 어떠한 방식으로 WTO 규정에 반영할 것인가이다. 동시에, 중국의 국가자
본주의 경제체제가 단기간 내에 쉽게 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한 그 논의가 특정국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거나 자국 보호주의 및 일방주의와
연계된 것이 아닌 원칙적으로 회원국 사이의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EU·일이 생각하는 WTO 보조금 개정 방향은 중
국이 생각하는 방향과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미·EU·일은
산업보조금 남용과 그로 인한 시장왜곡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으나, 중국은
상계조치 남용과 미국이 사용하는 덤핑마진 산정 방식인 제로잉을 문제라고 지
적한다. 또한 중국은 산업보조금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을 포함해 감축보조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EU·일은 비시장경제적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
로 규제할 수 있도록 WTO 보조금협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금지보조금 목
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허용보조금 개념을 재
도입하여 허용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영기업 문제와 같이 중국의 체제와 관련된 내용의 WTO 규정 개정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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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장지향성에 대한 미국의 제안은 중국의 경제
체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208) 따라서 이에 대한 적
절한 타협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업보조금은 각국의
산업지원정책에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회원국에게도 민감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급과잉이 있는 산업이나
시장왜곡적 보조는 미·EU·일의 제안서에 따라 향후 규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대규모 공급과잉 상태에 놓인 산업이 많은 국가일수록 WTO 차원
의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에 반발이 심할 수 있다. 결국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는
컨센서스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최종 개정합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은 협상 과정에
서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협상의제를 넓게 설정해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개정 논의를 개시하는 것
이 중요하다. 협상의제 확대는 그만큼 관련 회원국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많은
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또한 개정논의 내 의
사결정 방식으로서 일괄타결 방식을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UR에서처럼
일괄타결 방식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있으나 DDA처럼 일괄타결 방식
적용으로 협상 타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WTO 보조금 개정협상이
유의미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WTO만을 산업보조금 개정을 위한 유일한 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G20나 산업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추가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미·EU·일과 중국 사이에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WTO 농업협정과 같이 무역왜곡이 없는 보조금에서 무역왜곡
이 가장 심한 보조금(즉 금지보조금)에 이르기까지 보조금의 유형을 세분화하
208) “For U.S., WTO reform hinges on economic model ‘convergence’”(2020. 11.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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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역왜곡이 가장 심한 보조금(금지보조금)의 범
위에 현행 WTO 보조금협정의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
보조금 외에 다른 보조금 유형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금지보조금 목록을 확대
하여 미·EU·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동시에 중국이 2019년 개정제안서에
서 제안하였던 것처럼 허용보조금을 되살림으로써 중국의 요구도 개정에 반영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은 WTO 체제하에서 복수국간협상을 통해 개정논의
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을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미·EU·일이 MC12를 전후해 국영기업을 통한 산업보조금
금지 등 현행 WTO 보조금 규정상 의무를 추가하는 목적의 복수국간협상을 출
범하면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복수국간협정이 ‘당
근’ 없는 ‘채찍’, 즉 강화된 산업보조금만을 규정할 경우 다른 WTO 회원국을
어떠한 방식으로 여기에 참여시킬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려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WTO 보조금 규율을 강화하
는 데 동의할 유인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미·EU·일과 ‘뜻을 같이 하는
(like-minded)’ 일부 국가들끼리 서명한 복수국간협정이 대외적으로 일정한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들이 자국 국내법을 일방적으로 역외적용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등 일부 주도국이 복수국간협정의 실효성 확보 및
보다 많은 회원국의 참여를 위해 해당 복수국간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수입에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수입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MC12에서 산업보조금 논의가 복수국간협정 형식으로 가시화될 경
우 동 협상의 공개성·투명성을 보장하고,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장벽화
를 방지하기 위해 WTO 차원의 다자 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논의를 병행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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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분쟁해결
1) 협상의 우선순위 설정과 상소기구 감시기구
WTO의 마지막 상소위원인 Hong Zhao 교수가 피력하였듯이, 상소기구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합의(grand bargain)’209)가 필요하다. 즉 WTO
회원국이 자신의 입장을 협상테이블에 상정한 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상정
된 안건을 논의해 향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일괄타결 또는 단계별 타결을 목표
로 협상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협상 방식이 필요하다.
한편 상소기구 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미국
의 불신이 주요 원인이므로 DSU 개혁을 두고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사항 중 미
국이 가장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 제기한 DSU 이슈 중 상대적으로 합의 도출이 용이한 이슈부터 집
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이사회 수준에서 DSU의 운영에 관한 결
정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조기수확 방식의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의 DSU 개혁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DSU의 ‘개정’보다
‘현행 DSU의 해석과 실제 운용’이 논의의 중점이 되어야 하며, 특히 회원국의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상소기구의 역할 수행이 지금보다 ‘사법적으
로 절제’될 필요가 있다. 둘째, WTO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회원국과의
조율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소기구가 DSU를 제대로 준수
하며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소기구를 포함하여 WTO 분쟁해결제도 자체(as such)와 그 운용
(as applied) 전반에 관해 회원국이 보다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결과
가 실제 효력을 갖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소기구 위원·상소기구 사
무국·DSB의장·WTO 사무국이 해당 회원국과 직접 질의·답변·소통할 수 있는
209) “As she leaves, last Appellate Body member reflects on reform”(2020. 11. 30), World
Trade Online(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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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필요하다. 또한 회원국간, 회원국-분쟁해결기구 간, 회원국-상소기구
간 직접적으로 ‘질의+이의제기+피드백’이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러한 제
도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컨센서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
미국 혼자만의 신규 상소기구 위원 선발 저지로 상소기구 기능 정지가 가능
했던 원인은 DSB를 포함, WTO의 의사결정이 ‘회원국 주도(Member-driven)’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일부 회원국이 모든 협상에서 거부권(veto)을 적법하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WTO 설립협정은 컨센서스에 이
르지 못하는 일정 상황하에서 ‘표결(voting)’을 통한 의사결정을 허용하고 있
다.2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표결이 활용되지 않고 있어 MC12를 계기
로 표결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컨센서스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국제기구
또는 국제레짐의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국제기후변화체제의
경우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1995년 이래 관행적으로 컨센서스 방
식을 따라왔다. 그러나 제16차, 제18차,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일부 당사
국의 분명하고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총회에서 결정이 채택된 적이
있다.211) WTO에서도 의사결정 규칙(컨센서스 포함)에 관한 작업반이나 UN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에 상응하는 이니셔티브를 검토해 볼 수 있

210) WTO 설립협정 제9조 제1항.
211) COP16(2010, 칸쿤) 당시 당사국총회 의장은 최종 본회의에서 ‘볼리비아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었음
에도’ 전년도 COP15(코펜하겐)에서 채택되지 못했던 내용 일체를 반영하는 COP 결정이 채택되었
음을 선언하였다. 이는 한 당사국의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COP 결정이 채택된 최
초의 사례였다. 또한 COP18(2012, 도하)에서 COP/CMP 의장은 본회의에서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모든 결정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하였다. COP21(2015, 파리)에서도 COP 의장이 니카라과의
발언 요청을 우선 보류해 놓고,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후에 발언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니카
라과 대사는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발언권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면 파리협정 채택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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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① 이미 WTO 협정상 규정되어 있는 표결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방
안212) ② GATT acquis를 존중하여 컨센서스 관행을 유지하는 방안 등이 논
의될 수 있을 것이며, 컨센서스 관행을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의’ 유연한 의사
결정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센서스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회원국
간 논의를 심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복수국간협정 추진 가능성에 대비
WTO의 컨센서스 의사결정 방식과는 달리,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이 복수국간
협정(PA: plurilateral agreement)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검토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도 WTO
회원국간 분쟁해결을 위한 복수국간협정213)의 일례라 볼 수 있다.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국가 사이 또는 발전 수준이 유사한 국가 사이
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취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미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
는 분야에서의 규범 형성에 복수국간협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2017년
MC11 당시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투자 원활화, 환경상품, 수산보조금 등에서 부
문별 접근 내지 복수국간협상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214)
한편 복수국간협상은 협상의 공개성·투명성 보장과 무역장벽화 방지를 위해
‘WTO의 다자적 모니터링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특히 복수국간협정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일방주의적 압박 수단으로서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대로 WTO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개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212) 다만 WTO 분쟁해결제도하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컨센서스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DSU 제2.4조: “Where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provide for the DSB to take a decision, it shall do so by consensus.”
213) 단 법적으로는 복수국간 ‘협정(agreement)’은 아니며 복수국간 ‘약정(arrangement)’에 해당될 것
이다.
214) WTO, “MINISTERIAL CONFERENCES – Docum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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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예로서 MPIA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MPIA 비참여국과의
WTO 사건에서 유럽연합이 패널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MPIA 비참여국(패소
국)이 패널보고서의 채택 및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상소를 제기할 경우 유럽연
합이 일방적인 보복관세 등 무역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2014년 무역집행규
정(Regulation (EU) No 654/2014) 개정을 추진 중이다.215) 2020년 7월 6일
에는 유럽의회(EP) 국제통상위원회가 불공정 교역국가에 이러한 보복관세 대
상을 상품(기존 유럽위원회 제안)에서 서비스,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하는 결의
안을 채택하였다. 향후 유럽위원회·유럽이사회·유럽의회 사이의 3자 협의를
통해 2020년 말까지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MPIA의
운영 및 WTO 사무국의 행정ㆍ법적 지원방안 및 예산 확충방안 등의 논의가
우선시되고 있으나, 본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이른 후에는 MPIA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해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EU의 위 개정안에 대해서
도 WTO 합치성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FTA를 통한 양자 통상분쟁 해결 가능성에 대비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해 WTO 분쟁해결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EU와 같이 이미 WTO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국가일수록 WTO 분쟁해결보다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문
제해결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미국은 최근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현안
해결에 자국이 체결한 FTA에 의존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단순히 FTA 분쟁해결제도가 WTO 분쟁해결제도보다 원활히 작동하

215) 개정안은 ① EU에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진 패널 판정에 대해, MPIA 미가입 분쟁당사국(패소국)이 현
재 기능이 정지된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또는 ② WTO 협정 외 다른 국제무역협정에
관련한 무역분쟁에서 제3국(EU 회원국 외 국가)이 분쟁해결 절차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아 판결이 불가능한 경우, EU가 향유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상응하는 수준만큼 일방적
인 보복관세, 상품수출입 수량 제한, 공공조달부문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gulation
(EU) No 654/2014 개정안 제3조 제(aa)항 및 제(bb)항; 제4(2)조 제(bb)항. 이천기, 강민지(2020a),
pp. 28~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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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FTA와 WTO 사이의 실체적 권리·의무 수준과 범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포럼 선택 문제라는 점에서 단순히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통해 해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요 교역 상대국과 양자 FTA를 많이
체결한 국가일수록 상소기구 기능 회복이나 MPIA에 참여할 유인이 작거나 없
을 수 있다. 이에 향후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및 상소기구 기능 회복 노력에
더하여, 향후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통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FTA 상대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관련 FTA 규범의
준수 및 이행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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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책제언

이 장은 정책 당국자를 위하여 제5장에서 도출한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
상 대책의 기본 방향과 제12차 WTO 각료회의 예상 쟁점별 대응 방향을 요약
정리한 장이다. 즉 제5장의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을 재정리하였다.216) 먼저
향후 WTO 다자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견지해야 할 대응 방향과 관련한 정책제
언은 다음과 같다.

제언 1-1

유형(有形) 중심에서 무형(無形) 중심으로

1)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
향후 세계 무역은 급속히 서비스화·디지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가
향후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
전에 따라 상품이라도 서비스가 중간재로 들어가거나 또는 서비스와 직접 연계
된 상품의 수출이 주종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기술 및 지식집약형
상품 또는 디지털화된 상품이 생산은 물론 세계 무역에서도 그 비중을 급속히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는 기존 상품무역에 비해 기후변화와 환
경보전 등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작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의 핵심 이
슈로 부상하는 흐름에 따라 향후 더 큰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서비스 무역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OECD 평균은 물론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WTO 다자협상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지재권 등 무
형의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고급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서비스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국내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WTO 서비스
협상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216) 이에 따라 제5장의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 하지만 핵심 내용이 필요한 정책 당국자의 경우 본 장
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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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재권협상의 중요성
지재권은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의 제도적 토대가 되
는 기초 인프라이다.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디지털경제와 인공지능, 5G,
블록체인 등이 생활에 적용되면 특허나 저작권은 물론 데이터나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재권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아울러 지재권의 강화는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수출 증대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개도국 시장진입을 위해 관세
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재권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 수
출을 늘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상품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시현은 상
대 개도국으로부터 수입증대 요구나 무역규제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 및 지재권 중심으로 WTO 다자협상의 중심 추를 이동
할 경우 서비스와 지재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향후 어떤 과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
다. 다만 서비스나 지재권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세계적으로 수
요가 확대될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해당 분야의 지식
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언 1-2

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및 FTA와의 조화

1) 역내 가치사슬은 중국과 일본 및 아세안, 역외 가치사슬은 미국과
EU 중심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은 점차 지역화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대책도 역내·외 가치사슬 효율화 및 안정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가치사슬의 지역화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와 지역을 확인하고, 이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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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과의 다자협상에서는 역내·외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상전
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 지재권 수출입 추이를 보면 국
가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이 중요하며, 지역별로는 아세안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먼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가치사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다자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과 EU는 또 다른 지역
가치사슬의 허브이기 때문에 한국이 위치해 있는 동아시아 가치사슬과 미국이
중심인 북미 가치사슬, 그리고 EU 역내 가치사슬을 상호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자협상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무역은 EU와의 연계가 중요
하므로 EU와의 서비스협상에서는 상호 서비스 수입 및 지급관계를 연계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며(Within value chains), 북미와 EU 등 역외 가치사슬을 연계하여
(Between value chains)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2) 기체결 FTA와의 조화
WTO 다자협상 대책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은 내용이나 전략이 서
로 모순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품수출을 FTA별로 연결하면 중국과 일
본, 그리고 최근 타결한 RCEP이 중요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특히 RCEP 지역
으로의 상품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상품수출의 5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우
리나라의 WTO 다자협상 대책 수립 시 RCEP 협정 내용을 검토해서 상호 일치
및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RCEP을 통해 이미 관세 철폐나 감축이 확
정된 품목이나 서비스는 WTO 다자협상에서 과감한 시장개방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상대국이 RCEP에서 개방하기로 한 품목은 WTO 다자
협상을 통해 우리가 추가로 얻어낼 것이 많지 않은 이상 관심을 줄여야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RCEP을 통해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상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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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협상에서는 그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접근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언 1-3

다양한 복수국간협상 참여와 주도를

향후 DDA 또는 WTO 다자협상은 수산보조금이나 전자상거래 등 몇몇 분야
를 제외하고는 큰 진전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164개 WTO 회
원국 전부가 참여하는 협상보다 관심 있는 국가들끼리 추진하는 복수국간협상
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
로 협상 진전이 어려운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 주도로 다양한 복수국간협상
이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규범도 복수국간협상이 가능하다. 서비스복수국
간협상(TiSA)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경우에 따라 관심 있는 특정 서비스를 모
아 시장개방을 추진할 수도 있다. 산업보조금도 현행 WTO 규정을 통해 중국
의 국영기업을 통한 보조금 규제가 어려울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모여 이를 규
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FTA나 RTA를 통해 참여국에게 적용함으로써
RTA를 거친 다자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복수국간협상으로 만들어 이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
다. 상품분야 복수국간협상의 후보군으로 가열 및 냉각장치, 측정검사 분석통
제기구 및 장치, 향수, 기계 전용 부품, 특수기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비
스 분야에서는 여행이나 지재권,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등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복수국간협상 추진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와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지역 내 또는 지역간 가치사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
이는 방향과도 조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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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1-4

기후변화 및 환경협상 진전에 대비

코로나19로 인해 WTO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기후변화와 환경 문
제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자연생태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
하는 기존 경제발전 방식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저탄소경제
로 전환하자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
후변화나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규제가 WTO 다자협상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
상된다. 아울러 주요 FTA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나 기존 규제의 강
화 등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관점에서 저탄
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WTO 다
자협상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 대책
도 마땅히 이러한 국제사회의 큰 흐름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
범과 EU의 그린딜(Green Deal)로 인해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내국세에 해당하는 탄
소세나 수입품에 적용되는 탄소 관세, 또는 배출권거래제도의 형태로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탄소누출의 가능성이 큰 산업(예:
철강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제언 1-5

중장기 시각에서 전략적 접근을

WTO 다자협상 대부분의 핵심 쟁점이나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구조인 데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이
기 때문에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기에 협
상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 현재의 다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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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교착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물론 최악의 경우 특별한 결론 없이 사실상 협
상이 종료되는 상황(그러나 형식적으로 실체는 남아 있는)도 배제할 수 없다. 따
라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선택이나 최종 결정은 협상 진전을 감안하
여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WTO 다자협상 대책은 빠
른 결정이나 앞서 나가는 전략보다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
요하다. 물론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이슈(예: 개도국 이슈)는 빨리
치고나가 우리에 유리한 협상구도를 만들어내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한편 2021년 6월로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위해 예상되는 주요
협상별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언 2-1

농업

1) 협상 추진속도 조절
제12차 WTO 각료회의 성과 도출을 목표로 최근 7개 의제(① 국내보조감축
②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③ 시장접근 ④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⑤
수출경쟁 ⑥ 수출제한 ⑦ 면화)가 제시되었으나 지금까지의 협상 추이를 감안
할 때 각료회의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
출경쟁이나 수출제한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따라서 급하게 나설 필요는 없다.

2) 감축보조의 증가세 규제
수출제한은 식량수입국 입장에서 적절히 규제될 필요가 있다. 국내보조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
여야 하나 특히 감축보조의 증가세는 적절히 규제․감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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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인도 등 개도국의 감축보조 급증과 최근 미국의 농업보조 급등 문제도 적
절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3) 시장접근 논의 시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차이를 고려
시장접근이나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는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희
박하지만 논의될 경우 먼저 실질적인 시장접근 보장을 위해 실행관세와 양허관
세 격차 문제를 출발점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의 경우
우리나라의 입지 변화로 우리나라의 이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G33의 핵
심 관심사이기 때문에 G33의 일원으로서 부정적 입장 표명은 현 시점에서 바
람직하지 않다.

제언 2-2

수산보조금

1) 국내 제도의 정비와 해역별 RFMO, FAO 등 지속적인 전문가 파견
IUU 어업은 국제사회의 수산자원 보호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어업이므로 연
안국과 RFMO의 IUU 어업 억제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IUU 어업 관련 국제규범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해역별 RFMO의 보존관
리조치 이행지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IUU 어업 거버넌스 및 규범 형성에 핵
심이 되는 해역별 RFMO, UN, FAO 등의 연례회의에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의제 및 보존관리조치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 IUU
어업 적발과 보조금 지급금지 간 행정 처리의 연계성 강화도 필요하다. 국내
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수산보조사업 지
침에 IUU 어업행위 확인 시 보조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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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관리체제 구축
과잉어획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자원관
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자원평가모델에 따른 수산자원 상태를 추정하고, 과
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수산자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자
원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도 수산자원 관리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우
리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분한 과학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과잉어획능력 어업보조금의 가장 큰 쟁점은 면세유와 어선 현대화이다.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면세유가 제외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면세유 폐지가 국내 수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하
다. 단기적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잘 이행하여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어업에 한해서 조건부로 면세유를 지급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는 유류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전기어선 보급을 고려할 수 있다.

제언 2-3

전자상거래

1) 국내 관련 제도의 선제적 정비
WTO 전자상거래협상은 참가국간 이해관계, 협상의제 범위, 협상기간 등을
고려할 때 MC12에서 주요 이슈를 포괄하는 완성된 형태의 협정문을 도출하기
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입장 차이가 적어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
분만을 선택적으로 묶어 협정 타결을 시도하는 조기수확은 가능성이 있다.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WTO 전자상거래협정에서도 FTA 디지털
무역규범의 조항이 합의문 작성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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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무역규범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국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임해야 한다.

2) 예외 조항 및 내국세 부과 가능 조항의 확보
국내적으로는 우선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부문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슈별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장개방과 관련된 유
보 및 예외조항이 협정문에 포함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시장의 완전개방이 어려운 산업이나 분야는 내국세 부과
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군사 및 기간시설의 안보 관점에서 데
이터 이동 자유화, 서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공개 금지 관련 조항에서 유보
내지 예외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전자상거래 협정문 작성 과정에서 통보와 투명성 강화, 무역 원활화와
개발·협력 메커니즘 부분은 우리나라가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를
통해 WTO 전자상거래 협정문 도출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고, 디지털 경제
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다.

제언 2-4

개발

1) 신중한 접근, 그러나 원칙 강조 필요
개도국 개발 문제는 어느 회원국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특히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 개
도국임을 강변해온 우리나라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은 다른 회원국이 우리나
라에 가진 신뢰를 손상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다. 그럼에도 개도국지위나 특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은 정확
히 밝히는 것이 중립적 시각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관련 분야 협상을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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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된다. 특히 개도국 사이에 발전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하여 발전 수준
에 상응한 개도국 기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도 수
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2) 개도국 세분화 방식으로 사안별 접근을
지금까지의 개도국 세분화 논의를 감안할 때 세분화를 위한 특정 기준의 도
입은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기준에 근거한
이분법적 접근(개도국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룹과 받을 수 없는 그룹 구분)보다
개도국우대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검토해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대안적 방
법, 즉 사안별 접근 방법(case by case)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안별 접근 방법은 개도국특혜를 원하는 국가가 왜 개도국특혜가 필요한
지 그 필요성을 제시하면 이후 관련 위원회에서 적절성을 심의하여 개도국특혜
허용 여부, 허용할 경우 허용 수준 등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기준 접근 방식보
다는 융통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도국의 반발이 적고, 우리나라에도 유리한 방
식이 될 수 있다.

제언 2-5

WTO 개혁

1) 산업보조금
① WTO 농업보조 분류방안을 활용
미국, EU, 일본의 가장 최근의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논의는 중국이 시장경제
국이 아님을 감안하여 시장지향 조건의 판단 요소가 부재한 국가(예: 중국)로부터
의 상품수입에 대해서는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국에서의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보
조금(혜택의 양)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 또는 세계시
장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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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일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이 크게 다르며, 상반된 두 입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산업보조금 관련 WTO 개혁은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특
히 산업보조금은 각국의 산업지원정책에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회원국에게 민감한 사항이므로 컨센서스를 확보하
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미·EU·일과 중국 사이에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WTO 농업보조 분류를 응용해 볼 수 있다. 즉 무역왜곡이 없거나 최
소인 보조금으로부터 무역왜곡이 가장 심한 보조금(즉 금지보조금)까지 보조
금 유형을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무역왜곡이 가장 심한 보조금, 즉 금지보조금
의 범위에 현행 WTO 보조금협정의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수출보조금과 수입
대체 보조금 외에 다른 보조금 유형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금지보조금 목록을
확대함으로써 미·EU·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이 요구하는 허
용보조금제도를 되살림으로써 중국의 요구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보
조금과 허용보조금의 구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논의는 지금보다 한 단계 앞
서 나가게 된다.

② 산업보조금 복수국간협상 출범에 대비
미·EU·일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개혁이 WTO 차원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EU·일이 중심이 되어 국영기업을 통한 산업보조금 제
공 금지 등 WTO SCM plus 의무를 규정하는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키고 우
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산업보조금 논의가 복수국간협정으로 가시
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WTO 차원의 다자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논의가 병행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통보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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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해결
① 미국의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한 DSU 개혁논의 재개
미국의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깊
은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
국의 참여가 중요하고 미국의 참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DSU 개혁
의제 중 미국이 충분히 수용할 만한 의제를 중심으로 회의를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DSU 개혁논의 참여를 위해서 DSU 자체의 ‘개정’
보다 ‘현행 DSU의 해석과 실제 운용’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② 회원국 주도의 상소기구 모니터링 제도 설립
WTO가 회원국에 의해 작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상소기구의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은 회원국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WTO 회원국이 주도하는 하부조직(기관)을 만들어 상소기구가 DSU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③ 복수국간협상에 적극 참여
복수국간협상은 WTO 분쟁해결제도, 산업보조금 등 긴박한 통상현안에 관
해 WTO의 협상기능을 실효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

④ FTA 분쟁해결제도 활용에 주의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로 인해 WTO의 분쟁해결기능이 원활히 작동되
지 않는 가운데, 미국, EU 등 FTA를 통해 ‘WTO plus’ 수준의 분쟁해결 규범
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은 WTO 분쟁해결보다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문제
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발효 FTA 당사국과의 분쟁해
결은 WTO가 아닌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진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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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분쟁해결제도검토(DSU Review)에서
논의되어왔던 12개 주요 이슈
2.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
3. WTO 화상세미나 시리즈 주요 내용

부록 1. 분쟁해결제도검토(DSU Review)에서 논의되
어왔던 12개 주요 이슈
1. 상호 합의된 해결
일부 사건에서는 협의 단계에서 또는 패널절차 정지 단계에서 분쟁당사국
사이에 상호 합의된 해결(MAS: mutually agreed solution)에 이르렀는지 여
부가 WTO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투명성 및 제3자 회원국들의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① DSU 제3조 제6항을 개정하여
분쟁당사국들이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렀을 경우 해당 사실을 분쟁해결기구
에 통보할 의무를 명시하자는 안217) ② DSU 제22조의2(Article 22bis)를 신
설하여, 분쟁해결기구에 통보된 MAS를 분쟁당사국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MAS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양허정
지(보복조치) 요청 권한을 피해국에 부여하자는 안218) 등이 논의되어왔다.
상기 맥락에서 가장 최근의 2019년 6월 의장텍스트(Chair’s text)219)에서도
① 분쟁당사국들이 협의 또는 WTO 협정의 분쟁해결조항하에서 제기된 사안에
관해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를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상호 합의된 해결에 관해
WTO 분쟁해결기구 및 관련 이사회·위원회에 통보하고 ② 상호 합의에 도달한
이후 3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은 공동으로 또는 일방 당사국이 선호할 경우 개별
적으로 그러한 통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③ 분쟁당사국 중
일방은 WTO 분쟁해결기구나 관련 이사회·위원회에서 그러한 상호 합의된 해결
217) See, e.g., TN/DS/W/22, Attachment, No 15(Japan); TN/DS/W/32, Attachment, No 16
(Japan); TN/DS/W/18(Cuba, Honduras, India, Jamaica, Malaysia, Pakistan, Sri Lanka,
Tanzania Zimbabwe); TN/DS/W/47(India, Cuba, Dominican Republic, Egypt, Honduras,
Jamaica and Malaysia).
218) TN/DS/W/1, Attachment, No 29(EC).
219) W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Coly Seck, TN/DS/31, 17 June 2019, p. 12, Sec. 2.1.3.

282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에 관해 논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제안되어 논의 중에 있다.

2. 3자 권리
WTO 분쟁해결절차에의 제3자 참여와 관련된 DSU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
하여 다양한 안이 논의되어왔다.
첫째, 현행 DSU 제4조 제11항은 협의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이 협의에 대하
여 실질적인 무역상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협의회원국 및
분쟁해결기구에 협의 참여 의사를 통보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회원국의 동의
하에 해당 협의 건에 제3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3
자의 협의 참여 사실은 분쟁해결기구에 통보되어야 한다.
위 통보의무를 두고 2019년 6월의 의장텍스트에서는 협의 피요청국이 협의
개시 최소 5일(정확한 일수는 미정) 전에 서면으로 협의 참가를 희망하는 제3자
와 WTO 분쟁해결기구에 협의 참가요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고지하는 것을 제
안하였다.220)
둘째, 현행 DSU 제10조 제2항은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
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 회원
국(“제3자”)는 패널에 자신의 입장을 개신하고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으
며, 서면입장은 분쟁당사국에게 전달되고 패널보고서에 반영됨을 규정하
고 있다.
2019년 6월의 의장텍스트에서는 현행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패널절차에
제3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그러한 의사를 패널설치 최소 10일 이전에
WTO 분쟁해결기구와 각 당사국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3자는 ① 중간보고서
발급 이전의 패널 실질회의에 참석할 권리 ② 첫 번째 실질회의 이전에 서면 입

220) Ibid., p. 17, Sec.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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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제출할 권리 ③ 첫 번째 실질회의에서 구두진술을 하고 패널의 질의사항
에 답변할 권리 ④ 첫 번째 실질회의 중 제3자에게 할당된 세션 이외의 시기에
패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
시할 것이 제안되었다.221)
또한 DSU 제10조 제3항과 관련해서도 개정이 논의되었는데, 동 항은 제3자
는 제1차 패널회의에 제출되는 분쟁당사자의 서면입장(변론서)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6월의 의장텍스트에서는 위 규정을 전면 삭제
하고, ① 각 분쟁당사국이 자신이 서면입장(변론서)을 패널에 제출 시 제3자에
게도 제공하고 ② 각 제3자는 자신의 서면입장 패널 제출 시 분쟁당사국들과
다른 제3자들에게 제공하며 ③ 패널은 제3자가 제출한 서면입장을 패널보고서
에 반영할 것이 제안되었다.222)

3. 비밀정보(SCI)의 보호
2019년 6월의 의장텍스트에서는 첫째, DSU 제1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① 분쟁당사국 일방, 패널, 상소기구, DSU 제22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중재자
가 요청할 경우, 분쟁당사국들과 협의 후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절차를 채택
하고 ② 상소기구와 중재자가 WTO 분쟁해결절차 중 제출된 정보의 비밀정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며 ③ 패널, 상소기구, 중재자, WTO
사무국, 분쟁당사국과 제3자는 WTO 분쟁해결절차 중 확보한 정보를 해당 분
쟁의 해결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223)
둘째, 앞서 검토한 DSU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전면개정안에서 명시된 제3자
의 권리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에 관한 제18조 제3항 신설규정의 조건하에서

221) Ibid., p. 17, Sec. 2.2.3.
222) Ibid., pp. 17-18, Sec. 2.2.3.
223) Ibid., p. 21, Sec.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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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됨을 규정할 것이 제안되었다.224)

4. 시퀀싱(sequencing)
패널 또는 상소기구 보고서가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된 이후에는 해당 사안
은 ‘이행(compliance)’ 단계로 진입하고, “분쟁해결기구는 채택된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225) 그런데 여기서 이행패널 판정
과 보복조치 승인 간 절차적 순서, 즉 ‘시퀀싱(sequencing)’ 문제가 발생한다.
즉 현행 DSU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분쟁해결기구는 패소국의 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승소국의 보복조치 승인 요청을 ‘합리적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 이
내에’ 승인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진작 패소국의 판정 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이행패널심은 DSU 제21조 제5항에 따라 사안 회부일로부터 최대 90일이 소
요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DSU 협상 당시의 입법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2019년 6월 의장텍스
트226)에서는 첫째, 제21조 제5항을 수정하여 ① 합리적인 기간(RPT)의 중간
지점 이후 시점에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해결기구 판정 이
행에 관련하여 양 분쟁당사국의 상호 합의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 요청
을 신의성실하게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은 해당 사실
을 분쟁해결기구와 관련 이사회·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② 분쟁해결기구 판
정을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패소국이 판단할 경우 이행조치의 구체적 내용, 발
효일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이행 완료 사실을 분쟁해결기구에 즉각 통
보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① [보복조치를 승인 받은]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에 따라 취해
224) Ibid., p. 22, Sec. 2.3.3.
225) DSU 제21조 제6항.
226) W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Coly Seck, TN/DS/31, 17 June 2019, p. 25, Sec.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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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조치, 그러한 조치의 수정, 또는 종료를 동 기구에 통보하고 ② 조치 시행·수
정·폐지일로부터 28일 이내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통보를 제출할 것을 제22
조 제7항 말미에 신설할 것이 제안되었다.227)

5. 보복 후 절차
보복 후 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들의 입장이 두 가지로 갈려 아직 의장
텍스트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복 후 절차에 대한 피소국의 부담을 줄여
야 한다고 보는 입장(“two co-proponents”)에서는 보복조치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이며 피소국이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주장할 경우 자동적으로 보
복조치가 해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복조치를 부과 받은 이후
피소국이 취한 이행조치의 WTO 합치성에 관해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인 보복조치 해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228) 반면
반대 입장도 있다. G6는 제소국이 분쟁해결기구로부터 양허정지를 받는 데 장
시간과 고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복 후(post-retaliation) 단계
에서 새로운 소송을 개시할 부담은 이행 완료를 주장하는 피소국에게 지워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6. 투명성 및 법정조언자 의견
법정조언자 의견과 관련하여 2019년 6월의 의장텍스트229)에서는 ① DSU
제1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정보 및 기술자문을 요청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패널은 패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회원국·개인·기관이 제공한 정보나 기술자

227) Ibid., p. 26, Sec. 2.4.3.
228) Ibid., p. 28, Sec. 2.5.3.
229) Ibid., pp. 34-38, Sec.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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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수락하거나 검토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② DSU 제17조 제4항에도 상
소기구는 당사국이나 제3자가 제출한 의견서만을 검토하며, 그 이외에 다른 의
견서를 수락하거나 검토해서는 안 됨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투명성에 관련해서는 ① 현행 DSU 제18조 제1항은 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
하여 패널·상소기구와 일방 분쟁당사자만의 별도(ex parte) 의사소통을 금지
하고 있는데, 2019년 6월의 의장텍스트에서는 이 금지의무를 DSU 제21조,
제22조, 제25조에 따른 ‘중재자’에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②
DSU 제18조 제2항을 수정하여 일방 회원국이 패널, 상소기구, 중재자에게 제
출한 문서를 비밀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 ③ 분쟁당사자
일방이 패널·상소기구에 제출한 정보를 비밀정보(SCI)로 지정할 경우, 그러한
정보는 신설될 DSU 부록 5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DSU 제18조 제3항에 신
설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7. 단계별 기한의 단축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단계별 기한(timeframe)을 일부 단축하자는 안이
논의 중에 있다. 다수의 WTO 분쟁에서 협의 요청 시부터 분쟁해결기구의 권
고 채택 시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DSU에 규정된 기한을 훨씬 초과하고 있
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므로 대다수 회원국들이 기한 단축에는 찬
성하고 있으며, WTO 사무국과 상소기구도 DSU에 규정된 절차별 일정을 준
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다. 지금까지 협의기간 및 합리적인
기간(RPT)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패널 설치가 분쟁해결기구 안건
상정 이후 두 번째 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
며, 패널 설치 요청 시 첫 번째 변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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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부 회원국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2019년 6월 의장텍스트230)에서는 ① DSU 제4조 제7항과 제6
조 제1항에 따라 패널 설치에 요구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② DSU 제12조 제10
항에 따라 개도국에 적용되는 협의기간 연장 상한선을 명확히 하며 ③ DSU 제
16조에 따른 패널보고서 채택 절차를 간소화하고 ④ DSU 제20조의2(Article
20bis)를 신설하여 세이프가드조치에 적용될 단축 단계별 시한을 도입하며 ⑤
선진국이 피소국인 사건과 개도국이 피소국인 사건에서 피소국에게 허용되는
시간적 여유에 차별을 두는 안 등이 제안되어 분쟁해결기구 특별회기에서 논의
중에 있다.

8. 파기환송 권한
상소기구에 파기환송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두고는 회원국 사이에 입장이
갈리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환송권 부여가 WTO 분쟁해결제도에 어떠
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으며, 시간 절약에 기여한
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분쟁당사국에게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231) 반면 G7 국가들은 환송제도의 도
입이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상소기구에서
분석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완전한 분쟁해결이 어려우며, 상소기구의 환송권한
이 DSU 내에 포함될 경우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제소할 필
요가 없어지므로 분쟁당사국 입장에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232)
G7 국가들이 제안하는 환송권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소기구는 자신

230) Ibid., pp. 43-48, Sec. 2.7.2.
231) Ibid., para. 2.121.
232) Ibid., p. 50, Sec.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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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특정 측면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②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을 위한 표준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③ 일방 분쟁당사
국이 제기한 청구나 항변과 관련해서 상소기구가 분석을 완료할 수 없다는 입
장을 보일 경우, 해당 분쟁당사국은 사건의 환송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
다. 즉 ‘자동 환송(automatic remand)’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일방 분쟁당
사국이 환송을 결정한 경우, 해당 사건은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이전에
패널로 환송된다. ⑤ 사건을 환송받은 패널의 권한 범위는 신속 절차를 촉진하
는 것으로 국한되며 ⑥ 환송받은 패널이 발급한 패널보고서는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⑦ 환송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을 위한 표준절
차가 마련되어야 한다.233)
한편 환송절차를 DSU 내에 신설하되, WTO 분쟁해결제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행 DSU를 최소한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입장도 있다. 사건을 환송받은 패널이 사실심을 진행하는 동안 상소기구
보고서는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실관계 확보’로 사건을
환송받은 패널의 역할을 제한한다면 환송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234)
위에서 소개한 두 개 입장 외에도, 환송 문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
한다. 예를 들어 DSU에 환송 절차를 신설하는 데에는 찬성하나 상기 두 개 제
안서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지지하지는 않는 입장, 환송 권한이 도입될 경우 패
널이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를 꺼려하여 오히려 불완전한 패널보고
서만을 발급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환송 권한으로 인해 패널과 상소기구
사이에 상호 비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환송 건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다.235)

233) Ibid., p. 50, Sec. 2.8.3.
234) Ibid., pp. 51-52.
235) Ibid.,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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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패널 구성
2019년 6월의 의장텍스트는 ① DSU 제8조에 따른 패널구성에 관한 규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패널구성 실무에 관한 분쟁해결기구 결정(안)’236)을 제시하
였으며 ② DSU 제8조 제2항을 개정하여 패널위원들이 ‘해당 분쟁에서 문제되
는 사안을’ 검토할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
다. WTO 협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해당 분쟁에서 문제되는 특정 사
안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함으로써 패널보고서의 품질 제고를 의도한 것으로 생
각된다. 다만 위 제안은 어디까지나 패널위원들이 “전반적으로(as a whole)”
해당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도, 예를 들어 무역구제조치가 문제된 사건에서, 패널을 구성하는
3명 모두가 반드시 무역구제 전문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는 해석되
지 않는다.

10. 실효적인 준수
2019년 6월의 의장텍스트에 구체적인 개정안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지금
까지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① 실효적인 구제책 및 분쟁해결기구 판정 및 권
고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 적용될 한시적인 행정조치 ② 합리적인 기간
(RPT) 동안 승소국이 여전히 입고 있는 피해를 보복조치 부과를 위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 산정에 반영하자는 안 ③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은 합리적인
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산정되어야 하며 동 기간 종료년도가 산정기준으로 사
용되어야 한다는 안 등이 논의되어왔다.237)

236) “Proposed Decision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n Working Practices Concerning
Panel Composition,” Ibid., p. 57, Sec. 2.9.3.
237) Ibid., para.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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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
WTO 분쟁해결제도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제 소송절차
에 수반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제안들이 제출되어왔다.
예를 들어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① 패소국이 개발도상국인 경우 합리적인
기간(RPT)을 2~3년 추가 연장해주는 안238) ②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제소한
사건에서 개발도상국이 승소할 경우 개도국 소송비용 중 ‘합리적인 양’을 선진
국이 부담하도록 패널 및 상소기구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안239) ③ 선진국이 특
정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WTO 소송 건수에 연간 상한(2건)을 두자는
안240) 등이 논의되어왔다.
분쟁해결기구 특별회기 차원에서는 가장 최근의 2019년 6월 의장텍스트에
서 첫째, DSU 제4조 제10항에 제(a)호와 제(b)호를 추가하여 ① 협의장소(예:
개도국 수도) 및 방법(예: 화상회의)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
며 ② 개발도상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선진국(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선진국은 개도국이 선진국의 협의 요청을 수락한 이후에, 그리고 협의일 적어
도 15일 이전에 서면으로 모든 질의사항을 제출해야 할 것이 제안되었다.
둘째, 합리적인 기간(RPT)을 제안, 상호합의, 결정하는 데 있어 분쟁당사국
이 개발도상국일 경우 해당국이 직면한 문제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DSU 제21조 제3항 말미에 신설할 것이 제안되었다.
셋째, DSU 제28조 및 부록(Appendix)을 신설하여 ① 개발도상국에 의한
238) WTO, Negotiations on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Proposals on DSU by Cuba, Honduras, India,
Indonesia, Malaysia, Pakistan, Sri Lanka, Tanzania and Zimbabwe, TN/DS/W/19, 9
October 2002, p. 5.
239) Ibid., p. 2.
240) WTO, Improving the Special And Differential Provisions in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Communication from China, TN/DS/W/29, 22 January 2003, para. 2(a);
WTO, Responses to Questions on the Specific Input of China-Communication from
China, TN/DS/W/57, 19 May 2003, p. 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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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쟁해결기구
기금(DSB Fund)’을 분쟁해결기구가 설립하고 ②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분쟁에서 개도국이 예산 부족으로 분쟁해결기구 기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선진국 조치가 WTO 협정 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질 경우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선진국(패소국)이 개도국(승소국)에게 개도국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DSU
제19조에 따라 권고241)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242)

12. 유연성, 회원국의 통제 및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
대한 추가 지침
이 이슈에 관해서는 제안국들이 내부 협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쟁해결기구 특별회기 차원의 실체적 검토는 아직까지 없었으며, 따라서
2019년 6월의 의장텍스트에도 이 이슈에 관해 구체적인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
았다. 지금까지 일부 회원국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내용을 살펴보자면, 유연성
및 회원국 통제에 관해서는 ① 패널절차 정지에 관한 조항 개정 ② 분쟁당사국
들의 합의하에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내용의 부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243) ③ 분쟁해결기구에서의 총의를 통해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내용의 부분
채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244) ④ 분쟁당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소기구
241) 참고로 ‘권고(recommend)’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DSU 제19조에 따라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발급하는 권고는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된 이후 소송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42) W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Coly Seck, TN/DS/31, 17 June 2019, pp. 67-69, Sec. 2.11.3.
243) WTO, Negotiations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n Improving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in WTO Dispute
Settlement-Contribution by Chile and the United States, TN/DS/W/28, 23 December
2002, para. 6(b); WTO, Negotiations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n Improving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in WTO
Dispute Settlement-Textual Contribution by Chile and the United States, TN/DS/W/52,
14 March 2003, p. 2, para. (b).
244) WTO, Negotiations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n Improving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in WTO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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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 ⑤ 상소절차에 잠정 검토(interim review)
제도를 신설하는 안 등이 논의되어왔다.245)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WTO 협정 해석 시에 준수해야 할 추가 지침을
마련하자는 제안은 과거 미국과 칠레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온 안이다.246)
2019년 6월 분쟁해결기구 특별회기 의장텍스트에서는 이 논의가 ① 국제공법
의 사용 ②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따라야 할 해석적 접근법 ③ WTO 분쟁
해결제도의 심사대상인 조치 등 세 가지 대주제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져왔음을
확인하고, 다만 기제기된 안에 대해 일부 추가적인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을 보였다.247)

Settlement-Contribution by Chile and the United States, TN/DS/W/28, 23 December
2002, paras. 6(c); WTO, Negotiations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n Improving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in
WTO Dispute Settlement-Textual Contribution by Chile and the United States,
TN/DS/W/52, 14 March 2003, p. 2, paras. (c).
245) W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Coly Seck, TN/DS/31, 17 June 2019, para. 2.180.
246) WTO, Negotiations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n Improving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in WTO Dispute
Settlement-Contribution by Chile and the United States, TN/DS/W/28, 23 December
2002, para. 6(f).
247) W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Coly Seck, TN/DS/31, 17 June 2019, para.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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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248)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제도(MPIA: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는 상소기구 기능 정지
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서, WTO의 분쟁해결기능 유지를 위한 대체상소 메커
니즘으로서 출범하였다. EU는 2019년 5월 16일 임시상소중재절차에 관한 제
안249)을 통해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WTO 분쟁해결제도의 2심
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상소기구의 역할을 대신할 제도로서 임시상소중재
를 제안하였다. 분쟁당사국들이 사전에 ‘양자적으로’ 임시상소중재약정을 체
결하여 이들 당사국 사이에서 DSU 제25조의 중재(arbitration)제도를 상소심
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동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EU의 제안에 캐나다250)와
노르웨이251)가 동참하면서 임시상소중재제도 논의가 가속화되었으며, 이후
상소중재약정을 복수국간에 ‘다자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
2020년 4월 30일에 WTO 분쟁해결기구에 통보된 ‘다자간(Multi-Party)’ 임
시상소중재약정이다. 현재 24개 회원국이 MPIA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4건의
사건에서 MPIA를 통한 상소중재 개시가 합의된 상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상소기구의 90일 심리기
한252)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MPIA 내에 마련되었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① MPIA에 따른 90일 중재 심리기한은 분쟁당사국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분쟁당사국의 동의 없이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253) ② 중재자들의 심리기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248) 부록 2(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의 내용은 이천기, 강민지(2020a)에 기초하여 추가 발전시킴.
249) European Union(2019), Interim Appeal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25 DSU - Draft,
JOB/DSB/1/Add.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0).
250) EU Commission(2019b), “Joint Statement by the European Union and Canada on an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2).
251) EU Commission(2019a), “EU and Norway agree on interim appeal system in wake of
World Trade Organization Appellate Body blocka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2).
252) DSU 제1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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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서 ‘적절한 관리조치(appropriate organizational measures)’를 규정
하고254) ③ 일부 위반청구 철회와 같은 ‘실체적 조치(substantive measures)’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255) 또한 ④ 중재자들이 ‘분쟁해결에 필요
한 문제’만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256) 소송경제를 규정한 것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 가능하다.
MPIA하에서 대체 상소심은 10명의 상설 상소중재자 명부(pool)에서 윤번
으로 선정된257) 3인의 상소중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258) MPIA 참여 회원국
들은 MPIA에 관한 분쟁해결기구에의 통보 회람일(2020. 4. 30)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1인을 중재자 후보로 지명할 수 있었으며,259) 동 통보 회람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10인의 중재자 명부 구성을 목표로 하였다. 명부 확정 시 참여
회원국들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해당 명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260) 이
에 따라 2020년 7월 31일에 MPIA 중재자 명부가 확정되어 WTO 분쟁해결기
구에 통보되었다.261) 동 DSB 통보에 따른 MPIA 중재인 10인은 다음과 같다.

253) WTO, Statement on a Mechanism for Developing, Documenting and Sharing Practices
and Procedures in the Conduct of WTO Disputes – Addendum, JOB/DSB/1/Add.12, 30
April 2020, 부속서 1, 제14항.
254) Ibid., 부속서 1, 제12항.
255) Ibid., 부속서 1, 제13항.
256) Ibid., 부속서 1, 제10항.
257) 특정 분쟁에서의 중재자 선정은 DSU 제17조 제1항과 상소기구 작업 절차 Rule 6(2)에 따라 상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와 동일한 원칙과 방식(추첨 방식 포함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Ibid., 제
6항.
258) Ibid., 제4항.
259) Ibid., 부속서 2, 제1항 및 제2항.
260) Ibid., 부속서 2, 제4항.
261) WTO, Statement on a Mechanism for Developing, Documenting and Sharing Practices
and Procedures in the Conduct of WTO Disputes–Supplement, JOB/DSB/1/Add.12/Suppl.
5, 3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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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MPIA 중재인 명부(10인)

성 명
1

Mr Mateo
Diego-Fernández ANDRADE

국적(WTO

관련 직무경험

회원국 기준)
멕시코

WTO 패널위원 7회(진행 중인 1건 포함)
GATT 패널위원 5회, WTO 패널위원

2

Mr Thomas COTTIER

스위스

9회(진행 중인 1건 포함), DSU 제22.6조
중재자 2회

3

Ms Locknie HSU

싱가포르

4

Ms Valerie HUGHES

캐나다

5

Mr Alejandro JARA

칠레

6

Mr José Alfredo Graça LIMA

7

Ms Claudia OROZCO

브라질

상소기구 사무국 산하 전 법률국장,
WTO 패널위원 2회(진행 중인 1건 포함)
GATT 패널위원 2회
WTO 패널위원 3회(진행 중인 1건 포함)
WTO 패널위원 15회(진행 중 1건 포함),

콜롬비아

DSU 제21.3조(c) 중재자 1회, 제22.6조
중재자 1회

8

Mr Joost PAUWELYN

유럽연합

9

Ms Penelope RIDINGS

뉴질랜드

10

Mr Guohua YANG

WTO 법률국 및 상소기구 사무국
전 법률자문관
WTO 패널위원 3회

중국

자료: 다음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정리.
WTO, Statement on a Mechanism for Developing, Documenting and Sharing Practices and Procedures
in the Conduct of WTO Disputes–Supplement, JOB/DSB/1/Add.12/Suppl.5, 3 August 2020, p. 1;
Worldtradelaw(2020. 8. 3), “The MPIA Pool of Arbitrators Has Been Announced,” 온라인 자료; Tereposky
& DeRose LLP News & Insights(2020. 8. 3), “Pool of Ten Appeal Arbitrators Established for the WTO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MPIA),”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10).

MPIA는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WTO 분쟁
해결제도의 상소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로서 일부 회원국들의 ‘다자제도
에 대한 믿음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다
만 이 제도는 임시적인 제도에 불과하고, 또한 미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에서 한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한편 미국이 MPIA 및 상소기구의 기능과 관련해서 WTO의 분담금 관련 예
산 승인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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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2일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국은 상소기구에 할당되
는 예산액이 너무 많고, 상소기구 위원의 보상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WTO의
2020년 예산안 승인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WTO의 현행 보상체계
하에서는 상소기구 위원들이 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상소 건 심리를 조
속히 수행·완료하지 않을 유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이후 상소기구 예산
의 대폭 삭감을 WTO로부터 약속받은 이후에야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WTO
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하나, 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단독 국가로서 WTO의 연간 예산에서 미국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20년 기준 11.691%로, WTO 회원국 중 가장 높다.262)
이처럼 미국 등 MPI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WTO 예산을 문제 삼아
상소기구의 기능과 MPIA의 운영을 제약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MPIA 참여 회
원국(21개 회원국)만을 위한 제도 운영에 WTO 본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WTO 사무국의 기능은 164개 전체 회원국이 승인한
WTO 본예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MPIA 운영에 대한 WTO 사무총장의
행정·법적 지원에 대해서는 WTO 협정(DSU 포함)상 법정 권한위임 또는 164개
회원국의 결정(컨센서스)에 의한 별도의 권한위임이 없다는 근거에서다.
MPIA상 WTO 사무총장은 ① MPIA에 회부된 특정 사건의 심의를 위한 3명의
중재자가 10명의 중재자 명부 구성원에서 선정될 경우, 그러한 선정 결과를 분
쟁당사국들과 제3국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263) ② 상소중재의 품질과 독
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재자에게 적절한 행정적·법적 지원을 WTO 사무총
장이 제공해줄 것을 요청 받으며264) ③ 후보 지명기한 만료일(2020. 5. 30)로
부터 최대 한 달 내에 사전선정위원회265)에서 사전선별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262) WTO, Annual Report 2020, p. 18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
263) WTO, Statement on a Mechanism for Developing, Documenting and Sharing Practices
and Procedures in the Conduct of WTO Disputes–Addendum, JOB/DSB/1/Add.12, 30
April 20, 제6항.
264) 단 이러한 지원체제는 패널을 지원하는 WTO사무국 직원 및 사무국의 다른 부(Division)와 ‘완전히
별개의(entirely separate)’ 것이어야 함. Ibid.,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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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MPIA는 본래 양자적으로 이루어지는 DSU 제25조 중재를 다자
화한 것이므로266) 양자간의 DSU 제25조 중재에 WTO 사무총장이 제공할 수
있는 성격과 내용의 지원은 MPIA 운용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WTO 사무국
이 WTO 본예산을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SU 제25조 중재에 사무총장이 중재절차 진행(중재자 선정)에 조력을
제공한 전례가 있다. WTO 출범 이래 DSU 제25조 중재가 활용된 유일한 사건
인 US – Section 110(5) Copyright Act 사건(DS160)에서 분쟁당사자들(미
국과 유럽공동체)은 사무총장이 제25조 중재자 선정에 조력해 줄 것을 공동 요
청하였으며,267) 이에 따라 사무총장이 두 명의 중재자를 임명하였다.268)
다만 WTO 사무총장이 제공해줄 것이 요청되는 ‘행정·법적 지원’의 구조 및
형식에 관해, 그리고 MPIA 상소중재절차 전반에 있어 WTO 사무국의 역할이
265) WTO 사무총장, 분쟁해결기구 의장, 상품·서비스·무역관련지식재산권이사회 의장, 일반이사회의
장으로 구성. Ibid., 부속서 2, 제3항.
266) MPIA의 법적 근거가 DSU 제25임은 JOB/DSB/1/Add.12에 여러 번 명시되어 있다. 또한 MPIA의
공식명칭은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이다.
267) WTO, United States–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Recourse to Article 25 of the
DSU, WT/DS160/15, 3 August 2001, p. 1: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mmunities(EC), having mutually agreed pursuant to Article 25.2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DSU) to enter into arbitration to
determine the level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f benefits to the EC as a result of
Section 110(5)(B) of the US Copyright Act, respectfully request that you contact the original panelists in the dispute “United States –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WT/DS160), to determine their availability to serve as arbitrators in this
proceeding. The parties also request you[DSB의장] to ask the Director-General to assist
the parties in selecting alternative panelists if the original panelists are unavailable and
to provide Secretariat support for this proceeding.”
See also ibid., Annex: Agreed Procedures and Timetable for Article 25 Arbitration, para.
1: ”The arbitrat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e original panel. Should any of the members
of the original panel not be available for the arbitration, and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do not agree on a replacement, the parties shall request the Director-General of
the WTO to appoint a replacement within one week of the request.” [밑줄추가]
268) WTO, United States –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 Recourse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DSU - Award of the Arbitrators, WT/DS160/ARB25/1, 9 November
2001, par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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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에 관해 MPIA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기 요청사항과 관련하
여 MPIA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을 ‘WTO 사무총장의 책임으
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PIA 참여회원국들로부터 행정·법적 지원
요청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WTO 사무총장이 구체적인 ‘행정·
법적 지원’의 구조, 내용, 형식을 임의로 결정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MPIA 운영에 WTO 사무총장이 일부 기여하더라도, WTO 분쟁해결절차는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들의 의사에 따라’ 개시 및 진행이 결정되며, WTO 사
무총장이나 분쟁해결기구는 그러한 절차를 원활히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WTO 사무총장의 기여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한 위임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분쟁당사국)의 사전적(ex ante)
이고 적극적인(positive) 행위 및 합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WTO 사무총장에
게 MPIA의 운영에 있어, 즉 절차법적 측면에서 어떠한 기능을 위임할 것인지
를 두고 24개 참여국 상호간에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269)

269) 이러한 점은 MPIA의 기본적인 법적 성격과 골자가 국제법상 ’중재(arbitration)’라는 데 비추어 보
아도 자명하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는’ 실체적 준거법과 ‘절차법에 따라’ 이루
어지는 분쟁해결절차이다. DSU 제25조 중재가 활용된 유일한 기존 사례(DS160)에 비추어 보아도,
적어도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사무총장이 수행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해 분쟁당사자들의 공통되고, 명
확하며, ’충분히 구체적인‘ 요청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WT/DS160/15의 제1항에서
분쟁당사국들(미국과 EC)은 DSU 제25조 중재를 원 패널에 회부하되, 원 패널로 중재위원을 구성할
수 없고 당사국들이 중재위원 대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요청 후 1주일 내에
WTO 사무총장에게 중재위원 대체를 요청할 것을 규정하였다. 즉 WTO 사무총장의 역할이 무엇인
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See WTO, United States–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Recourse to Article 25 of the DSU, WT/DS160/15, 3 August 200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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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WTO 화상세미나 시리즈 주요 내용
1. 제1차 WTO 화상 세미나: WTO 2.0과 Supply Chain
and Multilateralism
■ 일시: 2020년 8월 26(수), 18:00-19:10 (서울), 11:00-12:10 (파리)
■ 참석자
- 사회 : 채욱(경희대)
- 발표 : Bernard Hoekman(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Peter Draper(University of Adelaide)
- 지정 토론자 : 최낙균(KIEP)
- 원내 연구원 : 서진교, 이천기, 이주관, 김지현
- 청취: Mia Mikic(UN ESCAP)

가. 주요 발표 내용

1) “Supply chains, national policies & multilateral cooperation”
(Bernard Hoekman)
최근 각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여 국제적 공급망(Supply
Chain) 대한 개입을 늘리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보건의료 분야 무역조
치의 증가이다. 대내적으로는 재정지출과 보조를 통해 국내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에 적극 개입하는 현상도 빈번해지고 있다.
무역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무역조치에 대한 빠른 정보 공유는
국제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무역조
치에 대한 정보 공유의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와 분석이 부족하다. 무역조치에
대한 정보는 Global Trade Alert에서 발간되는 국제무역조치에 대한 통계에
의존하고 있다. 개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적 공급망에 대한 정보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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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지만, 국가는 무역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 공유의 개
선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현재 뉴질랜드가 보건의약품 수입 시 생산
단계별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공급
망 안정화를 위해 무역조치에 대한 정보공유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필요
가 있다.
개방된 형태의 복수국간협정(Open Plurilateral Agreements) 체결을 통
해 WTO 개혁을 달성하는 것도 위기 타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복수국간협정은
GVC 고도화를 위해 국가, 기업의 공동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 WTO가
변화된 환경을 적절히 규율하는 규범을 제정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
한 성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도적 노력 아래 일부 분야에서 현실화되고 있
기도 하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가 주도하고 있는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와 같은 노력은 현재 WTO에서 논의되
는 전자상거래협상의 동력이 되고 있다.
WTO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국이 객관적 분석과 통계에 근거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진
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정책과 규범 확
립을 위해서는 WTO나 OECD 등 국제기구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화가
그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노력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무역
조치와 보조금에 대한 정보 확보와 분석기능 강화이다. 이를 통해 현재 무역조
치와 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다방면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규
범 강화 혹은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것이다.

2) “Global Trade Cooperation after COVID-19: Multilateralism and
Supply Chain” (Peter Draper)
WTO 체제는 코로나19의 충격 이전에도 도하 라운드 실패와 2008년 금융
위기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보호주의는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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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기침체, 브렉시트, 포퓰리즘의 등장으로 고착화되었고, 자유무역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무역전쟁, 중국·인도 간 영
토분쟁 등 지정학적 경쟁도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 분석은 코로나19가 기존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강화했다는
데 동의한다. 각국 정부정책은 자국 산업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해 무역 왜곡적
정책 수립도 불사하고 있으며, 천문학적 정부 이전과 산업보조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주의적 성향의 최근 정책들은 향후 보조금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과 결합하여 기존 GVC를 대체하는 지역간
가치사슬, 혹은 생산시설 국내이전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급망의 회복력과 강건성(Resilience vs robustness) 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이 두 개념 사이에는 분명한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다. 회복력은 피해를 본 이후 평소 상태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능력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강건성은 충격 발생 시에도 평소와 같이 생
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공급
망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 개입을 통한 해결보다는 이전의 생
산활동을 재개하는 데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WTO의 개
혁과도 연계된다. 공급망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
어, 공통의 협정이 존재한다면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
지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국제협력이 필
요하고, 이는 WTO 규범에 따라서 공급망의 강건성 확보를 위한 협정의 형태
로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복수국간협정 체결은 G20 회원국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공급망 강건
성 확보를 위한 협상 내용은 위기 시 필수재화에 대한 국경간 이동 원활화, 필
수 부품·재화에 대한 공급 합의, 경기 부양정책(국가보조) 규범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중심이 된다면 각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강건성 확보를 위해 탈중
국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 탈중국화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가진 국가에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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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지만, 공급망에 참여하기 어려운 일반 개도국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WTO 개혁 논의가 코로나19 이슈에 압도됨에 따라 이전의 개혁 노력이 무
효화되고 있는 지금, 새로운 개혁논의가 원점에서 시작될 수 있다. 기존의 논쟁
거리였던 개도국 우대조치 개혁 및 국영기업과 산업보조금 문제는 전통적인 이
슈였고, 해결이 어려웠다. 기존 다자주의 중심의 만장일치 형식의 한계가 공감
을 얻고 있는 현재, 오히려 Critical Mass에 기반한 복수국간협정이 개혁의 동
력이 되고 새로운 분야의 ‘Joint Statement Initiatives’가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나. 토의 내용

복수국간협정이 강력한 WTO 개혁을 위한 완전한 대안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개방형 복수국간협정이 WTO 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WTO 대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Critical mass 기준을 설정하는 논의가 다시 필요하고 이는 다시 긴 시간
의 논의와 협상이 요구되는 문제로 회귀한다.
한편 GVC의 회복력 증대를 위한 국제협력의 현실적 한계도 중요한 이슈
다. 개별 기업의 생산, 판매, 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20 회원국 공동의 노력은 공급망 회복을 위한 가장 가
능성 높은 대안이다.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보안이 강화된 정보 공유도 유의미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이 GVC에서 탈락하는 현상과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고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대한 중국시장을 포기하기 어려운 만큼 발표에서
언급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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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WTO 화상 세미나: WTO and DSU
■ 일시: 2020년 9월 2일(수), 21:00-22:30 (서울), 08:00-09:30 (미국 동부)
■ 참석자
- 사회 : Steve Charnovitz(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 발표 : Simon Lester(Cato Institute)
- 지정 토론자 : 안덕근(서울대학교)
- 원내 연구원 : 서진교, 이천기, 이주관, 김지현

가. 주요 발표 내용

WTO 분쟁해결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중요
하다. 첫째, 패소국이 분쟁해결에서의 패널보고서 채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동 채택되어야 한다. 둘째, 분쟁해결에서의 결정이 자동 채택될 경우 그 결정
이 정성적으로 충분한 수준(quality)인지를 검토하는 상소(기구)의 검토(some
form of appellate review) 단계가 필요하다.
WTO 출범 당시 이 두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설계했다.
GATT 시절엔 패소국이 GATT membership을 활용해서 패널보고서 채택을
저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1990년 초까지 이러한 패널보고서 채택 저지가 증
가하자 UR 논의 과정에서 역컨센서스(negative consensus) 제도를 도입하
여, 사실상 패널보고서가 자동 채택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는 WTO 회
원국 모두가 명시적으로 반대할 경우에 한해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게 되는
방법이다. 한편 자동채택을 도입했을 때 패널보고서 품질(quality)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 오류를 포함한 패널보고서가 자동으로 채택될 가능
성이 있었다. 이에 WTO에서 상소기구를 설립해 패널보고서를 검토하게 함으
로써 자동 승인된 패널보고서의 품질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하
지만 현재는 상소기구가 작동되지 않으므로 GATT 시대로 회귀한 것이나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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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다. 예를 들어 판결에 불복하는 회원국이 상소함으로써 패널보고서 채택
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를 유발한 미국은 상속기구에 대해 불만을 지
속적으로 표출해왔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상소기구가 WTO DSU를 통해 회원
국이 상소기구에 부여한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사법적 월권(judicial overreach)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미국은 회원국의 국내무역구제 권
한 당국의 판단에 대한 상소기구의 “존중(deference)”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다. 예를 들어 WTO 반덤핑협정 제17.6조에서는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에 관
해 패널 및 상소기구에 높은 심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패널은 국내무역구
제 권한 당국의 판단이 ‘공평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여부만을 검토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하다면 국내 무역구제 권한 당국의 판단을 ‘존중(defer)’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WTO 패널·상소기구가 이러한 심리기준을 제
대로 준수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WTO 반덤핑협정 관련 제로잉
(zeroing)과 WTO 보조금협정에서의 ‘공공기관(public body)’의 해석 문제
를 두고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
상소기구의 사실 문제 검토도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WTO
DSU 제17.13조에 따라 상소기구는 패널판정에 대해 법률심, 즉 DSU 제
17.13조에 따르면 패널이 내린 ‘법률적인 판단(legal finding)’에 법적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소기구는 다수의 상소심
에서 사실심까지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상소기구가 분쟁해결에 필요한 문
제만을 다루지 않고, 방론(dicta) 형식으로 그 외 사항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법리를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도 미국은 지적하고 있다.
선례구속 이슈도 있다. WTO 분쟁해결 제도상 ‘선례(legal precedents)’는 인
정되지 않음에도 상소기구는 기존 상소기구 보고서에서 자신이 내렸던 판단을
후속 상소심에서도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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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심리기한을 위반하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WTO DSU 제
17.5조는 상소기구의 최대 심리기한을 90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상소기구는
사건의 기술적 복잡성 등을 이유로 이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Australia-Plain Packaging 사건(DS441/DS435)의 경우
상소통지가 2018년 7월 19일에 이루어진 이래 상소기구 보고서는 2020년 6월
9일에 회람되어 상소절차에 총 691일이 소요되었다.
MPIA(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는 상소기
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임시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MPIA는 EU의 주도로
DSU 제25조의 조정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EU를 포함해 24개
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31일부로 MPIA 서명국간에서 발효될 예
정이다. 따라서 향후 MPIA 판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능적으로
MPIA 판정은 WTO DSB에 통보될 뿐 DSB가 이를 채택하지는 않게 되며,
WTO의 법률 staffs들이 MPIA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향후 AB 이슈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C 의장인 Walker의 principles270)에 따라 미국의
우려사항 일부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AB 재개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
반대로 AB를 배제하고, MPIA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나. 토의 내용

무역구제 분쟁 건에서 상소기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치
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WTO 반덤핑협정이나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상소기구가 충분히 전문적이지 못한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다.
Jennifer Hillman 교수가 (비록 다소 극단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상소기구
270) 호주 WTO 대사 DAVI Walker가 제안한 AB 개혁안( JOB/GC/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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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할 범위에서 무역구제 관련 분쟁은 제외시키자는 안을 제기하였던 것도
무역구제에서의 상소기구 판단에 대해 미국이 제기해온 다양한 불만(협정의 해
석 및 적용에 관한 법적 이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상소기구가 기능을 회복해 무역구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고 해도 무
역구제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소위원을 중심으로 상소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절반 이상의 WTO 분쟁이 무역구제 관련
이었던 반면, 상소기구 위원 중 무역구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소위원 수
는 불균형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아울러 이 무역구제 사건들에서 보면, 상소기
구는 패널이 내린 최종 판정(결론)에는 동의하면서 그 논거(reasoning)는 완전
히 새로 쓰는 등 DSU 제17조 제13항에 따른 역할에 다소 합치하지 못하는 모
습을 보여주었고, 패널이 문맥 해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결론을 파기하거
나 논거를 변경하면서 지나치게 문리 해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이
GATT/WTO 입안자(drafters)들의 의도였는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무역구제 사건에서의 심리기준(Standard of review) 문제와 관련해
서, WTO 협정을 공식 개정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
니 WTO 설립협정 제9조에 따른 유권해석을 통해 상소기구가 보여온 무역구
제 사건에서의 심리기준 관련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
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긴 하지만 회원국들, 특히 미국
이 DSU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
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WTO만이 2심제를 가지는 것이 WTO 예외주의(exceptionalism)이며 현
재 다른 국제기구체제/국제협정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회귀 현상은 자연스러
운 수렴이라는 논의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미국은 이미 수차례 WTO 분쟁해
결제도의 개혁을 시도해보았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소기구 기능 정지가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면, 미국만을 빼놓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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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회원국끼리 WTO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
장이 있다. 특히 EU는 MPIA의 실효성을 두고 레버리지 확보 차원에서, 역내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 개정을 통해 MPIA 비당사
국이 EU와의 분쟁에서 고의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를 막
을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적법하게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을 준비 중이다. EU의 법 개정이 MPIA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뤄지
고 있기는 하지만 EU 차원의 일방주의(unilateralism)로 평가될 수도 있는 부
분이다. 다만 미국의 제301조와 같은 국익 확보 차원의 일방조치와는 분명 성
격을 달리하며(예방적 성격), MPIA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MPIA 이슈와 관련하여 한국은 현재까지 MPIA 가입 유인이 낮은 상황이다.
MPIA는 동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 사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
요 분쟁 상대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이 MPIA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입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MPIA 가입 득실에 대해 Lester 박사
는 미국으로부터 불참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 분쟁 이슈를 따졌을
경우 MPIA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익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
만 장기적으로는 WTO 분쟁해결 시스템의 유지가 중요하고, 나아가 규범에 기
초한 다자체제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무역의 이익을 생각하면 MPIA의 패널
리뷰와 함께 AB에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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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WTO 화상 세미나: WTO and Digital Trade
■ 일시: 2020년 9월 9(수), 17:00-18:30 (서울)
■ 참석자
- 발표 : Lee Tuthill(WTO)
- 지정토론자 : Hosuk Lee-Makiyama(ECIPE), 이규엽(KIEP)
- 원내 연구원 : 서진교, 이천기, 이주관, 김지현

가. 주요 발표 내용
Electronic Commerce in the WTO
2017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선언(Joint Statement Initiative)을 계기
로 복수국간에 디지털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86개국이 참여한 상황이며, 주
요 원칙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특히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초보적인 합의
가 이뤄진 상황이고, 디지털 무역 원활화, 시장개방과 디지털 무역, 신뢰와 디
지털 무역, 개발, 투명성과 협력 등 공통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슈별로 보면,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원활화는 디지털 무역 원활화를
위해 종이 없는 무역, 통관절차 개선, 유통과 배달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규
범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과 전자전
송구조(전자서명과 계약, 보안 서비스),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에
대해 협의한다.
개방과 디지털 무역에 관해서는 시장접근에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접
근 규범, 상품분류 관련 세부원칙, 정보의 이동 관련 이슈에서는 국경간 정보이
전 금지, 컴퓨팅 설비의 위치와 그 예외의 정의, 투명성,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정보 접근성과 비차별 원칙에 있어서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책임 등을 논의 중이다. 신뢰와 디지
털 무역에서는 산업정보 보호, 소스 코드(Source code) 공개 금지, 강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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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를 다룬다. 공통 이슈로 투명성을 높
이기 위한 통보 및 리뷰 메커니즘, 디지털 인프라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상
대적인 시장접근 수준, 개발 원조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협력을 위한 회원국과
규제당국 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 등도 논의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각 원칙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
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도국의 협상 참여 여부와 시기, 그리고 개도국의 특별
대우 정도가 협상 진척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WTO 협정과
의 합치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분야인 만큼 독립적으로 다룰 필요도 있다. 마
지막으로 현재 어떤 WTO 협정에 전자상거래협정을 포함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복수국간협정으로서 MFN 원칙을 적용하거나 참가국에만 적
용하는 방식, WTO 내에서 하나의 독립된 협정으로서 존재하거나 WTO 외부
에 존재하는 방식 등 여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 토의 내용

디지털 협상에 있어서는 주요국의 입장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디지털
전송물(digital transmission)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전
자상거래 시장의 확장을 목적으로 협상에 참여한 반면 미국은 데이터 이동과
시장접근 확대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그 입장 차가 크다. 한 예로 미국은 대부분
의 FTA에서 디지털 상품에 대한 무차별 원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데이
터 이동에 대해서 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을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회의적이지만, 미국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데이터 이전을 허
용하며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은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의 데이터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협정은 WTO 규범 밖에 존재할 수도 있고, 복수국간협정으로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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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여전히 의미 있는 WTO+수준의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규범협상에
있어 큰 진전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구조와 국가간 견해 차이는 이러한 진전
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진전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 EU, 중국, 러
시아가 데이터 이동에 있어서 의견을 일치시키는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합의를
시작해나가야 한다. 또한 복수국간협정의 진전을 위해서는 개도국 참여가 필요
하며,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어떤 수준으로 합의될지가 관건이다.
전자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슈는 무관세에 따른 경제적인 손해와 이익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다. 개도국에는 무관세 원칙이 잠재적 관세
수입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며, 국내산업 보호에도 불리한 조건이다. 선진국(미
국)의 입장에서는 개도국의 요구를 들어줄 유인이 부족하며 새로운 관세 규범
이 WTO 협정에 추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국세(판매세나 부가가치세)
를 적용하여 모라토리엄 논쟁을 피해갈 수 있기에, 이는 협상의 우위를 점유하
기 위한 정치적 입장일 수 있다.
디지털 협상 이슈를 축소해서 협상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쉬운 무
역 원활화 등만 다루어 얻는 이익보다, 논쟁적인 이슈를 제외하여 협정의 수준
이 낮아지고 다른 이슈에 대한 해결이 연기되는 데 따른 손해가 더 클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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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차 WTO 화상 세미나: WTO and Trade Monitoring
■ 일시: 2020년 9월 16(수), 21:00-22:00 (서울)
■ 참석자
- 사회 : Peter Van den Bossche(University of Bern)
- 발표1 : Martin S. Edwards(Seton Hall University)
- 발표2 : Robert Wolfe(Queen’s University)
- 원내 연구원 : 서진교, 이천기, 이주관, 김지현

가. 주요 발표 내용
TPRM: What do we know? What do we need to learn?
IMF와 WTO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WTO TPR은 지
정학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정책 검토의 수행이 한
국가가 타국을 WTO에 제소할 확률을 높이지는 않으나 동 검토를 앞두는 점이
반덤핑관세/상계관세(AD/CVD)를 부과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IMF의 Article IV에 따른 보고서는 외부인사를 활용하고, 불평등, 젠더, 기후변
화와 같은 최신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정책당국자와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
어 2006년과 2016년 사이, 미국 의회와 미디어 모두 중국의 TPR을 거의 언급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메시지를 전파하
는 것도 중요하다.

Challenges of WTO trade monitoring
WTO는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보제공 환경을 개선한다. 일부는 상품무
역이사회와 부속기구에서 추가로 감시기능을 수행하길 제안했으나, 많은 사람
들이 이와 관련한 직무를 Trade Policy Review Body(TPRB)에서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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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본다. TPRB의 역할은 WTO 회원국의 통상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으며,
TPRB에서 집필하는 검토보고서는 정책에 기반한 감시(Policy-based surveillance)이다. 반면 위원회에서 다루는 소송과 Special Trade Concerns(STCs)
는 규범에 기반한 감시(law-based surveillance)이다.
검토보고서의 목표는 WTO의 성과, 무역 관련 신규 정책, 그리고 세계 무역
체계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이다. SPS, TBT와 농업 분야의 감시는 잘 이루어
지는 편이나 그 외 분야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감시는 부재한 상황이다. 통보
의무 준수는 낮은 편인데, 특히 코로나19 관련 보조금이나 일반보조금과 같은
신규 현안에서 OECD 및 Global Trade Alert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내용은 아직 협소하나 서비스에 대한 코로나19의 영
향을 다루는 등 진척이 있었다.
WTO의 검토보고서가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는 하나, 회원국 정
부의 협조 없이는 무역환경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회
원국 정부의 의지와 사무국의 역량 강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지원 등 투명성
(Active transparency)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토의 내용
정부 보고서를 사무국 보고서와 비교하면서 여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정책검토는 유용하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누가 회의에 참석하
였는지, 어떠한 질문을 하였는지, 회의 당시 제기된 사안이 차년도 무역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WTO 개선은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며 위원회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들은 어떠한 분야를 개선하고 싶은지, 어떠한 정보 및 통보
가 부족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통보의무에 대한 성과를 회원국별, 통보종
류(일회성, 임시, 정기적, 무역정책검토)별로 분석함으로써 위원회별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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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 통보의무 준수가 낮은지, 규범적 의무나 무역체계의 건전성을 위해 어
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Special Trade Concerns를 개선하는 방법, 화상회의를 활용하
는 방법 등이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참석자를 어
떻게 판별하는지, 전원 합의(Consensus)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접속 등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의 경우, 온
라인회의를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다음 각료회의를 개최하기 힘들 수
도 있다.
또한 현재 TPR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 통보 등과 관련한 온라인 데이터베이
스가 34개 있다. 이들을 모두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동 데이터베이
스를 활용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가에 우선 유
치되는 등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고 양이 많은 보고서를 단순한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에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정치적인 언어를 쉬운 언
어로 바꿀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사무총장의 지원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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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차 WTO 화상 세미나: WTO and Developing
Countries
■ 일시: 2020년 9월 24(수), 10:00-11:10 (서울)
■ 참석자
- 사회 : 박태호(법무법인 광장)
- 발표 : Anabel Gonzalez(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지정 토론자:
Tu Xinquan(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Mia Mikic(UN ESCAP)
- 원내 연구원 : 서진교, 이천기, 이주관, 김지현

가. 주요 발표 내용
WTO and Developing Countries: Challenges, Priorities and Actions
WTO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위기를 겪고 있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WTO 협상과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2001년
시작된 DDA 협상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1995년에
합의된 WTO 규정은 급격하게 변화한 오늘의 무역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채 노
후화되었다. 또한 주요국이 안보 등 WTO 규범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남
용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됨에 따라 WTO 규범
의 구속력 또한 약화되었다.
WTO의 위기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주요국들이 코로
나 극복을 위해 국내정책에 치중하게 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WTO 개혁에
의 자원 투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막
대한 재정을 감염병 확산 방지와 경기침체 억제에 투입하고 있다. 세계적 가치
사슬의 취약성을 경험한 뒤 글로벌 공급망보다는 보건·의약품, 식량 등 필수재
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공급망을 재구성하거나 리쇼어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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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개입정책을 쓰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계적 전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긍정적인 무역원활화 조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은 지금까지 세계 무역의 틀을 이뤘던 자유무역의 가
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그 영향은 다른 분야에까지 전파
되고 있다.
WTO 개혁 이슈 중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다. WTO 회원국
은 어떤 나라든지 WTO 개혁을 위한 역할과 노력 의무가 있으며, WTO 체제
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회원국들은 그 책임이 더욱 크다. 미국은 신흥국들이
WTO하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함으로써 불공정한 혜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
다. 특히 미국은 과도한 개도국혜택의 추구가 WTO 체제 위기의 한 원인이라
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신흥국들은 개도국을 졸업하고
정상적인 책임과 시장개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
브라질, 싱가포르, 코스타리카는 개도국 혜택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개도국 기준을 임의로 정하는 제
안에 반대하고 있다.
적합한 개도국 세분화 기준을 도출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미국이 제
안한 개도국 제외기준에 따르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개도국을 포기해
야 하지만, 사실 이들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적
절한 기준, 이를테면 무역 규모와 국내정책이 국제무역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국가들은 무역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다른 개도국 관련 개혁 이슈는 개도국 특별대우 문제이다. 개도국 특별대우
의 효과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모두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WTO 체제 출범 당시 개도국이라고 선언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동의를 통해
서 개도국 인정을 받고 다양한 우대혜택을 확보했다. 그러나 개도국특혜가 당
사국의 특정 품목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수입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자유무역
을 위한 정책 추진을 늦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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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개도국이 협상에서 개도국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큰 근거는 최빈개도국·저개발국가는 무역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거나 국제적 기준을 이행·준수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
에 여전히 개도국 특별대우는 유효하다는 태도다. 둘째는 무역원활화협상 등에
서 기술적 지원과 이행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른 분야의
협상에서도 이러한 우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대
혜택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불리한 협상 진행을 억지하는 정치적·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개혁은 필수적이며, 개도국 문제도 개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
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브라질과 같이 자발적으로 개도국 혜택을 포기하
는 방향을 고려할 수도 있다. 개도국 혜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발적 선언을 통해서 특정 이슈에서 개도국혜택을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발적 참여는 현실적인 유인이 크지 않다. 반면 최근 논의
가 활발해지고 있는 복수국간협상이 협상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경우, 개도국은
스스로 협상 참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개도국 우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
게 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예외나 우대 조항에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혜택의 영구화를 방지하는 한편,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술적 지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왜곡된 오늘날의 세게 무
역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WTO는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코로나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이동 제한 이슈를 해결할 키
(Key)이다. 따라서 WTO의 리더십 부재와 주요국 대립이라는 상황 속에,
WTO 개혁을 위한 개도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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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의 내용

세계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WTO 개혁을 지지하고
적극 참여해왔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WTO 규범 준수를 위해 다
방면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은 최근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과 보호 등 국내 관련법을 개정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협상 등 최신 이슈에 대한 WTO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한 협상 외적으로도 국가간 연대,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 WTO 분담금 증액
등의 기여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개도국지위 포기 요구 등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주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특히 중국은 WTO 가입이 상대적으로
늦고 국제질서에의 완전한 편입을 위한 충분한 이행기간이 필요하므로 회원국
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개도국지위 포기 요구
는 불합리한 조치이며, 1인당 소득 등과 같은 지표가 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개도국우대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협의에 따라 전체 협상에서 각국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개방형 복수국간협정
이 미래에 WTO 협상의 대안이 된다면, 각국이 해당 협정에 참여할지, 아니면
참여하지 않을지를 선택하게 되어 자칫 S&DT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정보기술협정 확대, 전자상거래협상에 참여하면서 개도국의 특별
대우를 일부 포기한 것과 같이 인식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무역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요
구되고 있다. 비시장경제를 고집하면서 WTO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WTO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의 WTO 위기를 초래한 미국과 중국 간
의 갈등은 양국이 어떤 부분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위기 타개의 핵심이 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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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이슈 이외에도 개도국 성장에 있어 지속가능 이슈와 무역을 연계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개도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및 의료품 수출제
한조치로 인한 피해에 취약하다. 특히 보건·위생,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개도
국에 팬데믹은 매우 심각한 위협이다. 또한 향후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개도국은 이를 유통·공급할 수 있는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다. WTO 체제 개
혁을 통한 무역 원활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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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tructural paralysis of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new negotiation strategies for Korea
Jin Kyo Suh, Cheon-Kee Lee, Jukwan Lee, Jihyeon Kim, and Myeonghwa Jung

The WTO is facing a historical crisis. Its main functions ‒ namely, providing a negotiating forum, administrating WTO trade agreements and
monitoring national trade policies, and resolving trade disputes ‒ are significantly paralyzed. The WTO launched the Doha Development Round in
2001, but failed to produce meaningful outcomes to this day. Further,
China’s entry into the WTO has neither opened up its economy, nor created a level playing field when it comes to potentially market-distorting
subsidies. The surveillance of trade policies based on the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a fundamentally important activity running
throughout the work of the WTO aimed at fostering transparency, is criticized for its lack of effectiveness.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SM), once praised as the WTO’s “crown jewel,” is now on the verge of
collapse due to the absence of an appeal court.
Although the cause of the crisis is partly institutional, higher uncertainty is also a considerable problem aggravating the fat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uch uncertainty comes from two factors: rising
protectionism, and trade friction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o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Meanwhile, the WTO also needs to respond to rapid structural chang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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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ade. The center of the world’s trade is shifting towards trade in
services.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re making it easier to supply services across
borders. Global Value Chains’ (GVCs) regionalization or localization is
deepening and GVCs are shifting towards knowledge-based goods.
The future of the WTO’s negotiating function can be predicted under
three scenarios: i) continued functional paralysis of the WTO negotiation
system, ii) emergence of an alternative for the WTO, and iii) restoration of
the WTO system. As China and the U.S. are on the extremes, it is unlikely
that the WTO can revitalize its negotiating function anytime soon. To
promote WTO’s accountability,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ereby contribute to the smoother functio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key issue will be to reinforce WTO’s monitoring role,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notification requirements. However, opposing
position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concerning how
to strengthen notification requirements will pose a significant challenge.
Restoring the Appellate Body (AB) depends largely on the decision of the
United States. Without the U.S.’ suppor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urrent
paralysis of the WTO AB will continu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us
WTO Members should first identify requests raised by the United States.
While the incoming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be friendlier towards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ts position on the AB may not differ from tha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given that its veto on the appointment of new AB members was first witnessed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at case the AB would be able to restore its function
only if a formal amendment of the DSU is successfully finalized – which
will take a longer period of time.
Korea’s negotiating position under the WTO has changed significantly
starting last year sinc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not to demand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 as a developing country.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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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momentous as it could in effect imply graduating from the developing
country status in the long run. Such a decision applies to future negotiations, however it is possible that it affects ongoing agricultural negotiations as well. It is thus recommended to be prepared, for instance by securing flexibility regarding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like rice. For
Korea no longer claims for preferential treatments as a developing country, it could take firm negotiating positions at the WTO concerning market expansion and improved access towards foreign markets. Moreover,
Korea could contribute as a mediator to speak for the interests of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conflicting issues, such as the developing country status. Korea needs to establish a more precise
give-and-take negotiation strategy in future WTO negotiations on agriculture, non-agriculture, and service sectors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s.
The main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 should put stress on services and TRIPs negotiations to ensure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n those sectors. Second, Korea should focus on how to raise the efficiency and stability of the East-Asian regional
value chains by strengthening its cooperation with China, Japan, and
Southeast Asia. At the same time, Korea needs to consider ways to become the bridgehead connecting East-Asia’s value chains to either North
America’s value chains or EU’s value chains utilizing given FTAs with
those economies. Third,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emergence of various forms of plurilateral negotiations and where appropriate, take lead
and reflect its national interests on the final outcome. Fourth, Korea
should put more attention on the possibility of the WTO introducing new
norms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inally, since it is unlikely that WTO negotiations will make rapid progress, Korea needs to
keep a strategic approach, including mid- to long-term perspectives in
the WTO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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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as short-term objectiv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points for the MC12.
. Agriculture: The agricultural negotiations in the MC12 are highly expected to end without a specific deal.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compromise with respect to domestic subsidies and export restrictions.
Korea needs to lead discussions on strengthening agricultural subsidy notifications, pointing out the increase in subsidies of member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and the U.S. Also Korea needs to put stress on the
fact that export restrictions under COVID-19 would threaten the food security of food-importing members.
. Fishery subsidies: It is still uncertain if negotiations will successfully
conclude at the MC12. However, the level of fishery subsidy regulation is
clearly expected to be lower than that of the CPTPP or the USMCA.
Therefore, Korea needs to decide whether it will accept and prepare for
CPTPP’s reduction level of fisheries subsidies or not. Based on that decision, Korea would need to build negotiation strategies and domestic reform policies for its fishery sector.
. E–commerce: WTO Members agree on the need of establishing norms
on e-commerce. However, wide gaps between major countries still remain in major issues such as free flow of data and localization of data
servers. Whil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prolonged WTO e-commerce
negotiations, Korea needs to actively reflect its position by strengthening
ties with like-minded countries and by leading discussions on issues such
as transparenc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Development issues: Although Korea no longer seeks for its preferential treatment as a developing country, a sudden change of stance is not
desirable when it comes to negotiating the developing country status and
preferential treatments for developing members, considering the trust relationship with many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Korea needs to
clearly state that all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willing to t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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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ments commensurate with their level of development and economic capability. It is also recommended to negotiate the benefits of developing countries on a case-by-case basis rather than taking a dichotomous approach to allow progress in negotiations.
. Industrial subsidies: A review on WTO subsidy rules is required in order to maintain effectiveness and relevance to the WTO system. For this
purpose the 6th Joint Statement of 14 January 2020 made by the U.S., EU,
and Japan, and the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of 20 February 2020 by
the U.S. require particular attention.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
directions for reform of WTO subsidy rules are completely opposite between these three Members and China. In order to deliver meaningful
outcomes,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scope of negotiation as wide as
possible to put all cards on the table; to take more flexible approaches
than the “single undertaking”; to induce as many Members as possible to
be involved in the negotiation; and to approach the matter on a sector-by-sector basis to discuss it in various relevant international fora.
Furthermore, as there remains a possibility that the plurilateral approach
is taken by the U.S., EU, and Japan to strengthen subsidy rules within the
WTO, and its major trading partners including Korea are requested to join
the discussion,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losely monitor any further developments in order to set its position and effectively respond to
such requests.
. Dispute settlement: Firstly, one could seek for ways so that all WTO
Members including the U.S., EU, China can put all their needs on the table
and negotiate simultaneously for a “grand bargain.” Given that the AB crisis comes from deep-rooted distrust of the U.S. towards WTO appellate
reviews, it would be strategically desirable to prioritize elements relatively
easily agreeable to the U.S in future negotiations. In the short term, the
U.S. would likely focus more on how to ensure WTO organs abide by current rules rather than formally revising the DSU, and for that purpos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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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mechanism to put a “self-restraint” on the AB functioning
might be required. Secondly, it is worthwhile to review WTO’s decision-making practices. One can think of options such as giving effect to
voting rules or introducing a flexible approach where consensus is maintained in principle but other decision-making method is also made available at some point, in certain circumstances, or under certain WTO
agreements. Thirdly, an examination would be required on future prospects of plurilateral approaches such as the MPIA and possible long-term
impacts of such mechanisms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a
whole. Fourthly, one needs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recent tendencies of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bilaterally solving trade concerns through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preparation for such cases becoming more aggressive
and frequent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maintain
close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with its FTA trading partners,
and needs to establish or reinforce its domestic compliance mechanism
to effectively implement its FTA obligations, both in terms of its WTOand WTO-plus standards, FTAs being a relatively attractive forum for
trade disputes compared to the paralyzed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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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 이면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라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난제가 있다. 따라서 WTO 다자체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향후 세계 무역은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서비스화·디지털화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은 지역화
및 지식 중심으로 변화가 뚜렷하다. 이에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 대책도 기존 상품 위주에서 서비스와 지재권
등 무형의 자산 중심으로 무게 추를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 협상이 부상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도 필요하다. 특히 가치사슬의 지역화 경향에 따라 기체결 FTA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협상전략도 강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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