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의 국제기구
– 주요 원칙
① Non-discrimination (무차별)
② More open (무역자유화)
③ More competitive (공정 경쟁)
* Predictable and transparent
– 3대 기능
ⅰ) Trade negotiations (입법)
ⅱ)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행정)
ⅲ) Dispute settlement (사법)
* Building trad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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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협정문
– 상품(GATT), 서비스(GATS), 지재권(TRIPS), 투자(TRIMS)

 WTO 의사결정방식 : 컨센서스(consensus) 방식 ≠ 만장일치
– 각료회의(2년 마다 개최) : 최고 의결 기구
– 의사결정
. 이론적으로 다수결 (1국 1투표권)
. 그러나 실제는 Consensus 방식
* Consensus
“ 어떤 회원국도 명시적인 반대가 없음 ”
. 사실상 미국, EU, 중국, 인도 등
G4 합의가 중요
2

 2018년 9월 부터 선진국 주도 WTO 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
– 2018. 7 EU 내부 회의 – WTO 체제 현대화

– 2018. 9 EU 제안, Canada 제안
– 2018. 10 캐나다 주도로 오타와(Ottawa) 통상장관 회의
– 2018. 11 5개국(미국, EU, 일본,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공동 제안 – 통보 강화

– 2018. 11 G20 정상회의 WTO 개혁 공동선언
차기 회의(2019. 6. 일본) 에서 “ WTO 개혁 진전사항을 점검 ”
– 2019. 1 Davos 세계경제포럼(WEF) 통상장관회의 – WTO 개혁 중요성 재확인

– 2019. 2 미국의 제안 (개도국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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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중반 이후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부상
: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 부재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 ① GVC의 확산(made in world), ② 서비스 무역의 증대,
③ 지재권의 중요성, ④ E-commerce and Digital economy
⑤ 급격한 기술 혁명
– DDA 다자협상의 부진 → 해당 분야 새로운 무역규범의 도출 지연
→ 양자•포괄적 지역무역협정(RTA)의 확산
→ Mega FTA 출범 : CPTPP, EU-JPN, US-EU, RCEP 등등
– 개도국(중국, 인도, 브라질)의 부상과 선진국의 영향력 축소 : 선진국의 반격
→ Bilateral and Plurilateral Approach (제도권내)

→ NMEs(Non Market Economies)를 활용(중국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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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이슈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 : 미국, EU, JPN, Canada
①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Transparency and Notification)
② 상소기구(AB: Appellate Body) 개편

③ 21세기 신 무역규범 제정 : digital trade, 투자원활화 등
④ 기타 : 개도국 세분화, 복수국간협상(plurilateral negotiations) 추진

 사실상 중국을 겨냥? ⇒ 미ㆍ중 양자 양자 통상 갈등의 다자화
① 통보 강화 : 특히 산업 및 농업보조금 (중국의 제조 2025 ?)
② 상소기구 개편 : 중국에 대한 적절한 영향력 행사가 조건
③ 신무역규범 : 지재권 강제 이전 등 중국(국영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④ 개도국 세분화 : 중국 등 선발 개도국에게 특혜 인정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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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강하게 주장, EU와 캐나다, 일본이 동조
① WTO 협정상의 모든 통보 의무 준수 – 특히 보조금의 통보

② 역통보(Counter notification) 가능 : 역통보된 보조금은 상계관세 부과 가능
③ 미통보시 벌칙(penalties) : 최대로 WTO 회원국 권한을 제약
EU (2018. 9)

Canada (2018. 9)

미국 등 5개국
공동 제안 (2018.11)

대상

주로 보조금 관련

국내 조치 모두 (포괄적)

WTO의 모든 통보

역통보

공동 역통보 가능

가능

장려

WTO내 기구 의장 취임
불가

전문가 평가 가능

EU와 동일

매년 사무총장 협의

정기적으로 논의

WTO 분담금 증액

개도국 예외 인정

특정 사안 논의 가능

개도국 예외 인정

미 통보시
벌칙

역통보시 상계 가능
통보 인센티브

있음

있음

회원국 권한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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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보조금 조항(ASCM)에서의 보조금 규제
1단계: WTO 보조금 협정 적용 여부 판정
WTO 보조금 협정상의 보조금인지 여부
1) 주체 (정부, 공공기관, 위임받은 민간)
2) 재정적 기여 (financial contribution)
3) 그로 인한 혜택 (benefit)

특정적(specification)인지 여부

+

1) 기업 및 산업 특정성
2) 사실상 특정성
3) 지역 특정성

2단계: WTO 보조금상 어떤 유형의 보조금인가?
금지 보조금
1) 수출보조금
2) 수입대체보조금

조치가능 보조금
금지보조금 이외 다른
모든 보조금

허용 보조금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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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2016년 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blocking)
– 정원 7명(임기 4년, 연임까지 가능)에서 현재 3명인 상황
* 3명이 상소심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임.
– 2019년 12. 10 추가로 2명의 임기가 종료
⇒ 상소심 심리가 물리적으로 불가 ⇒ WTO의 분쟁해결기능 정지
상소 위원

국적

임기

Ujal Singh Bhatia 인도

2011. 12. 11 ~ 2015. 12. 10
2015. 12. 11 ~ 2019. 12. 10

Thomas R.
Graham

미국

2011. 12. 11 ~ 2015. 12. 10
2015. 12. 11 ~ 2019. 12. 10

Hong Zhao

중국

2016. 12. 01 ~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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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불만 : 근본적으로 상소심 판결에 불만
* 상소위원 7명 모두가 비상임으로 상소기구사무처 변호사에 전적으로 의존

① 상소심 심리기간 90일 미 준수 : 90일을 넘긴 상소기구 보고서 미 수용
② 임기만료 상소위원의 심리 참여 :
. 상소기구의 주장 : 상소기구 운영기준 15조에 근거, 임기 만료 상소위원 상소심 심리 가능
. 미국의 반박 : 상소 기구가 아닌 그 보다 상위의 분쟁해결기구에서 결정할 사항

③ 상소기구가 분쟁해결에 관계 없는 쟁점, 당사국이 주장하지도 않은 사안을 언급

④ 상소기구가 권한을 넘어서 사실심을 심리
. 미국 : 패널에서 다루어진 법률심(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한정해서 심리해야

⑤ 선례 문제 : 근거 없이 선례를 들어 판정하는 것은 위반
. 미국 : 선례를 판례로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은 각료회의나 일반이사회에 있음.
9

 미국의 상소위원 임명 반대는 계속될 것
* 상소위원이 1명인 상황에서도 기존 상소심은 진행 가능 (새로운 상소심 심리는 불가)

– 미국 입장 . 근본적으로 비시장 경제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효과적으로 통제 가능해야
. 그러나 중국의 반대로 이를 제도화하기 불가능
. EU 및 Japan과 함께 3자 대화(Trilateral Dialogue)를 통해 새로운 규범 제정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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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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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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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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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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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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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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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trade, Investment facilitation 추진
– 21세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감안, 디지털 무역거래, 투자 원활화 등

신무역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다자규범을 논의하여, 규범화
* 특히 비시장 경제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지재권 강제 이전, 기업비밀 공개,
국영기업 보조행위 등)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

 제안 : 신무역 이슈에는 복수국간협상 적용
– 뜻이 맞는 국가끼리 모여 협상을 통해 합의도출 및 결과 이행
*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

 만의 하나 WTO가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으로 양분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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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 개도국 졸업 제도
– 개도국도 일정 기간 이후 졸업(궁극적으로는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의무를 이행)
– 현행 WTO 개도국들간 광범위한 이질성(heterogeneity)
– 개발 정도에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되 그 필요성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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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거대 개도국에게 개도국 우대(S&DT) 혜택을 줄 수는 없다
– 미국의 최근 제안 (2019. 3.1)
. ⅰ) OECD 회원국,
ⅱ) G20 회원국,
ⅲ) World Bank에서 high income 국가로 분류 (1인당 GNI : US$ 12,056 이상)
ⅳ) 세계 상품무역(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WTO 회원국
⇒ 대부분의 주요 국가는 모두 해당 (한국은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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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 금지보조금은 지급 금지
– 조치가능보조금은 WTO 통보

– 조치가능보조금이 다른 회원국 무역이나 경제에 심각한 해를 미쳤을 경우
상계관세 부과 가능
– R&D 보조금, 환경보조금도 통보 대상

 향후 : 모든 보조금 WTO 통보, 통보 시한 준수
–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에 유의

– 우리나라의 R&D 사업은 약 20조원 규모로 20개 이상의 부(청)이 관리
(세부 과제 수는 약 61,000 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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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1) R&D 투자 확대 : 최초로 20조원 돌파
→ 기초•원천기술 선제 투자 및 산업경쟁력 강화
2)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
→ Data, AI, 수소경제 3대 전략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지원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등등)
3) 혁신창업 활성화
4) 산업단지 지원확대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산업단지내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 다른 나라들이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볼 여지를 충분히 제공

⇒ 과도한 정책 선전 및 홍보를 지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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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R&D 보조금 중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비중은 20% 이상
- 2017년의 경우 4.54조원(전체의 23.4%)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지원
10

(조원)

연구수행 주체별 R&D 지원 (2013~17)
연구소

대학

기업

기타

(%)
24.0

기업지원 비중

8

23.0

6

22.0

4

3.7

3.7

4.0

4.1

4.5

21.0
20.0

2

19.0

0
2013

2014

자료: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2017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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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정성도 체크할 필요
- 수도권, 지방 등으로 구분되어 지역 특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

* 한미 세탁기 분장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였으나 지역 특정성 만큼은 문제 소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전체 국토의 98%)에 투자시 세액공제를 제공한 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집행추이 (조 원)
2014

2015

2016

2017

수도권

6.77

6.68

6.41

6.76

대전

4.98

5.46

5.61

5.56

지방 (대전 이외)

5.11

6.05

6.32

6.94

계

16.86

18.18

18.34

19.27

자료: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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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R&D 지원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 GDP 대비 0.35% (2015년)로 R&D 세액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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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 농업은 개도국 지위 유지를 전제로 WTO 협상 대책 마련
- 특별품목 : 총 세번의 5%까지 관세감축의무 면제
- AMS 감축률 : 선진국은 70%, 약 8천억원 수준으로 줄여야 (현재 1조 4,900억 원)
쌀 감축 보조금 (10억원)
감축보조 상한 (1,490)

1,490

1500

1000

500

901

595

437

726

750

279

194

539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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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보조금 조항(ASCM)의 보조금 규제
1단계: 해당 보조가 WTO 보조금협정 대상인가?
1) 보조금 지원주체 : 정부 또는 공공기관 (정부위임을 받은 민간기관도 포함)
2) 해당 지원이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인가?
i) 자금의 직접 이전, ii)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iii) 일반 사회간접자본 이외 상품의 구매나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행위가 해당

3) 해당 지원으로 수혜 기업이나 산업에 혜택(benefit)이 발생했는가?
※ 지금까지 WTO에서 문제되었던 보조금 유형
- 연구개발지원정책,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세금 면제 및 감면 정책
- 특혜금융대출(보증 포함), 기업 또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인력 또는 전문가 제공
- 기업의 국제거래촉진을 위한 수출보험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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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보조금 조항(ASCM)의 보조금 규제
2단계 (특정성) : 특정 기업(하나의 기업, 하나의 산업, 기업군, 산업군)에 한정되었나?
1) 기업 특정성 및 산업 특정성 : 캐나다의 목재제품 산업군
2) 법률상 특정성 및 사실상 특정성
*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한정 (받을 자격이 중요 기준)
* 보조금 수혜대상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되는 경우
* 외견상 특정성이 없어도 사실상 특정적이라고 볼 이유가 있는 경우

3) 지역 특정성 : 관할지역 중 지정된 지역내 소재하는 특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금지 보조금이 아닌 모든 보조금은 ‘조치가능(actionable) 보조금’으로 통보 의무
- 금지보조금(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 조치가능보조금: 금지보조금 이외 WTO 보조금협정 대상 보조금 - 통보대상
* 허용보조금(연구개발보조, 낙후지역개발, 환경적응보조 등)은 2000년 1월 1일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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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쟁점

표적 덤핑
반덤핑
제로잉

특정성
보조금

보조금
계산 방식

상소 패널
(16.9) (16.3)

- 표적덤핑 판단기준: 미측의 표적덤핑 판단기법이 반덤핑협정에
승소
위배되는지 여부

승소

- 제로잉 허용 여부: 표적덤핑이 인정될 경우 제로잉 가능여부

승소

승소

- 표적덤핑된 거래와 기타 거래군의 덤핑마진 합산시 제로잉
적용가능성(Systemic disregarding)

승소

패소

- 사실상 특정성 : 삼성에 대한 세액공제 절대액이 크다는 점
으로 동 보조금에 사실상 특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승소

승소

- 지역적 특정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전체 국토의 98%)
패소
에 투자시 세액공제를 제공한 것에 특정성 인정 여부

패소

- Tying : 세탁기에 지원된 금액이 아닌 삼성전자 전체에 지원
된 금액으로 보조금 비율을 계산한 점

승소

패소

- 해외매출액 포함 여부: 보조금 비율 계산시 삼성의 해외매출액
을 제외한 점이 보조금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

승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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