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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WTO하에서의 수산보조금 규제
張 勝 和*

1)

Ⅰ. 머리말

지난 십수 년간 과잉어획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수산자원이 과도

하게 고갈되는 위기를 맞이하 다. 소위 “물고기친구들(Fish Friends)”이라고 
불리우는 몇몇 나라들과 환경주의자들은 이러한 수산자원의 고갈의 중요한 원

인으로서 각국의 수산보조금(fisheries subsidies)을 지목하고 이를 국제적인 차

원에서 규제할 것을 주장하여 왔고, 실제로 이에 관한 논의는 WTO의 무역환

경위원회 뿐만 아니라 OECD, FAO, APEC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

로 계속되어 왔다. 이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일본과 우리나라, 유럽연합과 캐나

다 정도에 그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수산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만약 수산보조금이 국제적으로 규제되어 금지되거나 대폭 감축되

어야 하는 경우에는 세어민을 비롯한 우리 수산업 전체의 생존에 결정적 

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작년 11월에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는 새로운 다자간 통상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도하개발 어젠다”를 출범시켰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1)이다. 동 각료선언문 제28항은 WTO협정의 규범분야 

중에서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협정”)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위 협상의 맥락에서 협상국들은 수산보조금에 관한 WTO의 규제를 명확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WTO, Ministerial Declaration at Ministerial Conference, Fourth Session, Doha, 
9-14 November 2001, WT/MIN(01)/DEC/W/1(14 November 2001) (이하 “Doha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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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개선할 것을 지향하여야 한다.2) 이에 따라 수산보조금에 관한 WTO 

차원에서의 규제방안이 도하개발 어젠다의 한 중요한 항목으로 제기되어 현재 

회원국들이 협상을 개시하고 있다.

수산보조금은 각국마다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

형화할 수 있다.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를 위하여 WTO 사무국에서 작성한 문서에서는 보조금이 제공되는 분
야에 따라 조업분야(harvesting sector), 가공분야(processing sector), 조선업분야

(shipbuilding sector), 기타 기술개발 및 마케팅분야(R&D and Marketing)로 나

누고 있으며,3) 물고기친구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친화보조금(good subsidies)과 

환경유해보조금(bad subsidies)으로 분류한다. OECD의 연구는 직접지급(direct 

payment), 비용절감(cost-reducing payment)보조금 그리고 일반 서비스제공

(general service)으로 분류하고 있다.4) 다른 일반보조금에 비하여 수산보조금
의 특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분류방식으로는 예산지출보조금(budgetary 

subsidies)과 비예산지출보조금, 그리고 간접보조금(indirect subsidies)과 암묵적

보조금(implicit subsidies)으로 분류하기도 한다.5)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중 가

2) 각료선언문 제28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8. In the light of experience and of the increasing application of these instruments 

by Members, we agree to negotiations aimed at clarifying and improving disciplines 
under the Agreements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hile preserving the basic concepts, principles 
and effectiveness of these Agreements and their instruments and objectiv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participants. In the initial 
phase of the negotiations, participants will indicate the provisions, including disicplines 
on trade distorting practices, that they seek to clarify and improve in the subsequent 
phase. In the context of these negotiations, participants shall also aim to clarify and 
improve WTO disciplines on fisheries subsidies,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is sector to developing countries. We note that fisheries subsidies are also referred to 
in paragraph 31. Id.

3) Note by the Secretariat, GATT/WTO Rules on Subsidies and Aids Granted in 
the Fishing Industry, (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T/CTE/W/80, 9 
March 1998) (이하 “Secretariat Note I”), para. 31.

4) Note by the Secretariat, Environmental Benefits of Removing Trade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The Fisheries Sector, (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T/CTE/W/167, 16 October 2000) (이하 “Secretariat Note Ⅱ”) para. 75.

5) See e.g., Matteo J. Milazzo, Reexaming Subsidies in World Fisheries,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406, Fisheries Series. World Bank: Washington, D.C.(1997). 



2002. 6.] WTO하에서의 수산보조금 규제 81

장 대표적인 것은 면세유와 어자금이다. 수산업관련 유류세가 감면되며, 어

민들에게 저리 또는 무이자 자금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수산보조금을 WTO차원에서 특별히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규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보조금을 WTO에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시각과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지 WTO 보조금협정을 개관하면서 살펴본다. 그리고 수산보조금
의 규제논의는 수산자원, 즉 환경의 보호차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

으므로 제Ⅲ장에서 WTO에서 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를 고

찰해 본다. 그 다음 제Ⅳ장에서는 수산보조금과 수산자원고갈 또는 무역왜곡

효과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문헌적 고찰을 통해서 살펴본다. 제Ⅴ장에

서 본격적으로 “물고기 친구들”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WTO차원에서의 특별규

제에 관한 제언을 소개하면서 이의 문제점을 하나씩 분석해 본다. 제Ⅵ장에서
는 이번 도하 개발어젠다 하에서 수산보조금의 규제를 위한 논의는 현재의 보

조금협정이 수산보조금의 규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를 점

검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현 보조금협정이 수산

보조금을 어느 정도까지 효율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분석해 본다. 

결국 현 보조금협정에 수산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산보조금의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보조금협정 그 자체의 불

명확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정논의는 보조금협정 전체의 개정논의차

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산보조금을 위한 별개의 협정이나 기존 보조금협

정에 특칙을 마련하는 것은 부당함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보

다 근본적으로 WTO를 넘어서 수산보조금에 관한 규제가 어떠한 국제적 맥락

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제시하면서 이 을 맺는다.

Ⅱ. WTO 보조금협정 개관

WTO 보조금협정은 그 뿌리를 GATT 제Ⅵ조와 제XⅥ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도쿄라운드하에서 탄생한 GATT 보조금협정(“Subsidies Code”)이 보다 

자세한 보조금규제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규제

위 보조금 각 유형에 대하여는 제Ⅵ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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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GATT하에서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규제방식

을 도입한 것이 바로 WTO 보조금 협정이다. 동 협정은 이전의 GATT 보조금

협정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다. 이를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 보조금의 정의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하 다. 동 협정상 정부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또는 “가격/소득지원(price or income 

support)”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편익(benefit)”이 제공된 경우에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재정적 기여는 네 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ⅰ) 대부와 같은 정부 자금의 직접적 이전, (ⅱ) 조세감면과 같은 정부

재정수입의 포기, (ⅲ) 일반 인프라를 제외한 정부 서비스의 제공이나 물품의 

구입, 드리고 (ⅳ) 정부의 자금이전을 통하여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를 사적 

단체를 통하여 달성하는 경우이다. 동 보조금은 “특정적(specific)”인 경우에만 

동 협정상 규제의 대상이 되며, 제3조상의 수출/수입대체보조금은 특정적인 것
으로 간주된다(제2조). 보조금협정상 수출이행을 조건(contingent)으로 하는 수

출보조금과 수입품보다 국산품사용을 조건으로 한 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된다. 

부록Ⅰ에서는 수출보조금의 가능한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수출보조금에 대

하여는 일반분쟁해결절차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한 구제절차가 부여되고 있다

(제4조).

제5조는 소위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
고 있다. 즉 제1조상의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adverse 

effects)”를 미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회원국은 보조금 제공국가를 

WTO에 제소할 수 있다. “불리한 효과”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바, 다른 회원

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회원국의 GATT 협정하에서 나오는 이

익을 무효화/침해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준 경우이다. 

한 물품에 대한 종가세 기준 5%를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한 사업의 
운 상의 손실을 전보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의 존재가 추정되

기로 하는 규정은 한시규정으로 2000. 1. 1.자로 효력을 상실하 으나 후술하

는 바와 같이 이 추정규정의 부활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 금지보

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에 대하여는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나, 동

시에 위 보조금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면 

국내 상계관세법을 발동, 상계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에서는 소위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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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 특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이는 허용된다. 그 세 가지 유형은 신업기술개발을 보조하는 R&D보

조금, 특정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지역보조금, 그리고 신환경규제에 순응하기 위

한 설비의 개선을 보조하는 환경보조금이 포함된다. 이 허용보조금에 대하여 

일반 분쟁해결절차나 상계관세절차를 발동할 수는 없고, 다만 제9조에서 허용

하는 구제절차가 가능할 뿐이다.
기타 보조금협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규정은, 회원국들에게 보조금의 통보 

및 점검의무를 부과한 것(제25조)과 후진국들에 대한 특별대우규정을 마련하

고 있는 점(제27조) 등을 들 수 있다.

요약하면, 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 협정의 기본적 입장은 보조금 그 자

체를 당연히 규제할 대상으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이 무역

왜곡을 초래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거나 조치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수
출보조금의 경우는 무역왜곡 효과에 이론적으로 다툼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금

지하기로 한 것이며, 그 이외의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즉, 제1조상의 보조금 정의에 해당하는 국가의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

우에도 그로 인하여 무역을 왜곡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불리한 향

을 끼치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 또는 상계조치의 대상이 된다.

농산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품은 보조금협정의 적용대상이다(제3.1조, 제5
조). 따라서, 수산품(fish and fish products)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조금 역시 다

른 공산품에 대한 것과 똑같이 보조금 협정의 규제대상이 된다.6) 다만 현행 

보조금협정에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어떠한 특별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Ⅲ. WTO와 환경

1. GATT와 환경

1947년 GATT가 출범할 당시에 환경보호라는 고려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그래서 환경보호는 GATT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었으며, 다만 국

내 환경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취해진 무역조치가 GATT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6) 이는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부속서Ⅰ에서 어류 및 수산품(fish 
and fish products)을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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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제XX조에

서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즉. 제XX(b)는 인간, 동식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XX(g)는 고갈가능한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국내규제수단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를, 전문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추가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7) 중요한 것은 GATT 협정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체약국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환경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서 

인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규제가 등장하게 된

다. 국내적으로는 입법을 통하여 환경을 침해하는 경제활동에 대하여 국가적 

규제를 하면서 무역규제를 법집행수단으로 도입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소위 

다자간 환경협약이 등장하면서 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국

제적 집행수단으로 무역조치를 동원하게 되었다.8) 여기에서 처음으로 환경과 
무역이 만나게 된다.

GATT체제 하에서 환경관련 분쟁사례가 여러 건 제기되었으나 가장 대표적

인 사건은 역시 속칭 Tuna-Dolphin사건9)이다. 이 사건은 미국이 해양동물보호

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소위 유자망(seine net)을 사용

하여 어획한 참치를 돌고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입금지하 고, 이에 대하

여 멕시코와 유럽공동체가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을 양적제한금지원칙을 선언

하는 GATT 제Ⅺ조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이다. 결국 패널은 미국의 반대로 채

7) 제XX조 전문과 해당조문은 다음과 같다.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f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g)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8) 예를 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등에서는 위 협정에 위반되는 교역에 대한 수입금지 등 무역조치를 위 협약의 집행수

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9) Unadopted Panel Report on United States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1991. 9. 3.) DS21/R, Basic Instrument and Selected Documents(“BISD”) 39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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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지 않은 보고서에서10)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조치가 GATT협정을 위

반하는 경우에도 제XX조 규정을 통하여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환경보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가장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일 것을 요구하는 쪽

으로 위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결국 미국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11) 이 사건에서도 부각되었다시피 GATT체제의 환경측면의 고려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정리된다. 즉, 환경보호라는 피제소국의 항변은 GATT 제XX
조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그 제XX조 예외사유의 해석에 

있어서도 GATT 패널은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GATT 분쟁해결의 태도는 환경주의자들이 GATT/WTO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2.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과 WTO협정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협상의 결과 
탄생한 WTO협정은 환경에 관한 고려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반 시키게 된다. 

우선 협상의 막바지에 미국정부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들어간 것으로 이야

기되듯이 WTO설립협정 서문은 “seeking ...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to enhance the means for doing so...”라는 문구를 담게 된다. 

나아가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12)과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13)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더욱 정치

10) GATT 분쟁해결절차 하에서는 WTO분쟁해결절차와 달리 패널보고서의 채택에 
만장일치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피제소국인 미국의 반대로 멕시코와 유럽공동체가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위 참치-돌고래사건의 패널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하 다.

11) Id.
12) 예를 들어 동협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Desiring to improve the human health, animal health and phytosanitary situation in 

all Members,
(.....)
Desiring therefore to elaborat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GATT 

1994 which relate to the use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Article XX(b).

13) 예를 들어 동협정 제2조 제2항에서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 생명과 건
강의 보호”를 적법한 목적(legitimate objective)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협정 부
록에서 “기술적 규제(technical regulation)” 등의 정의규정은 환경보호 목적으로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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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담게 됨으로서 WTO가 환경보호라는 측면에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단

계까지 이르게 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WTO협정 어디에서도 회원국들

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

실이다. 즉, 환경보호라는 이념은 WTO의 개별협정에서 도출되는 의무의 위반

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어방법으로서만 기능한다. 이는 WTO가 환경기구

가 아니라 무역기구임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이다.

3. Post-UR 무역과 환경 논의

UR협상은 위 전문규정과 두 가지 협정문 이외에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의

를 WTO차원에서 진행시키기 위하여 “무역환경위원회(CTE)”를 발족시켰다. 

동 위원회는 여러 가지 의제를 토의, 진행시켜 왔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

떤 의제에 대하여도 합의나 협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WTO체

제 하에서도 환경관련 무역조치에 관한 사건들이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었다. 
첫 사건이었던 미국-휘발유사건14)도 환경 관련사건이었지만 가장 환경주의자

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은 새우-거북이 사건15)이었다. 이 사건에서 패널과 

달리 항소기구는 GATT 제XX조 제(g)항을 상당히 융통성있게 해석하면서 환

경보호를 위한 국내 무역조치가 동 조항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

를 넓혔으나 근본적으로 회원국들에게 WTO체제 하에서 환경보호의 의무가 

직접적으로 부여된다는 해석은 결코 아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시애틀 각료회의가 열렸고, 환경주의자들은 WTO체제가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국제기구인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거북이 가면

을 덮어쓴 환경주의자들의 항의시위는 시애틀 각료회의가 실패하는데 한 원인

을 제공하기도 하 다. 다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환경주의자들이 반대하던 시애

틀 각료회의 선언문초안에서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수산보조금의 특별규

제에 관한 문구가 상세히 포함되어 있었다.16) 여하튼 위 문구는 아무런 법적 

수 있는 표지(labelling) 등을 포함하고 있다.
14) 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Panel 

Report and Appellate Body Report, adopted on 20 May 1996, WT/DS2/9.
15) United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Panel Report, WT/DS58/R, circulated on 15 May 1998 and Appellate Body Report, 
WT/DS58/AB/R, circulated on 12 October 1998, adopted on 3 November 1998.

16) 시애틀 각료선언문 초안의 관련 문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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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없이 사문화 되었으며, 물고기친구들과 환경주의자들은 다시 도하 각료회

의에서 수산보조금의 규제를 위한 문구를 선언문에 삽입하려고 노력을 경주하

으며, 그 노력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간결한 문장의 채택으로 귀결되

었다.

Ⅳ. 수산보조금과 수산자원고갈/무역왜곡

현재 수산자원이 적정수준 이하로 고갈되어 간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

다.17) 이는 소위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에서부터 출발하는 필연

적 귀결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환경론자들과 물고기친구들이 수산자원의 보존

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국제적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의 소지는 이들이 수산자원의 보존을 WTO를 통한 

수산보조금의 특별규제를 통해서 달성하자는 데에 있다.
첫째, 수산자원의 고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의 

실패가 그 주원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8) 그러면 수산

보조금이 과연 과다설비와 과다어획의 원인이고 이것이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

어졌는지에 대하여 물고기친구들과 환경주의자들은 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평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In the context of these negotiations, 
the area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inter alia, certain subsidies that may 
contribute to over-capacity in fisheries and over-fishing or cause other adverse effects 
to the interests of Members. The work on fisheries subsidies shall be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the FAO and drawing also on relevant work under way within other 
intergovernmental bodies, including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It shall 
consist of (i) the identification and examination of subsidies which contribute to 
over-capacity in fisheries and over-fishing, or have trade distorting effects, and (ii) the 
clarification and strengthening, as appropriate of disciplines under the SCM Agreement 
with respect to such subsidies....(Draft Ministerial Declaration as discussed in Green 
Room, 3 December 1999, available from Inside US Trade, document number: 
iwp998151, document date: 3 December 1999).

17) Secretariat Note Ⅱ, para. 3.
18) Id., para. 15. See also, Jan-Eirik Sorensen, Fishery Matters in the WTO, with 

Focus on the Link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Speech manuscript for Seminar on 
Sustainability in World Fisheries, organized by the Korean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Pusan Korea, 2 April 2001) at 6 (stating that “[r]ecognition has 
been given in the CTE to the fact that, for the most part, it is fisheries management, 
not trade which plays the crucial role in determining sustainable resourc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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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19) 다만 이에 관하여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전문적 체계적 연구결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유엔환경기구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작성된 최근 문서에서도 적절한 

관리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산보조금이 과다설비와 수산자원의 고

갈의 직접적 원인인지에 관하여는 전문가들도 아직 의심을 갖는다고 보고 있

다.20) 유럽연합과 일본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산보조금이 반드시 수자원 고갈
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요인만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어류의 과다포획이 

보조금체제에 기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21) 물론 수산보조금 중에

서는 수산자원의 보존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보조금(소위 “good subsidies”)도 

존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22)

둘째, 물고기친구들은 수산보조금이 일반적으로 무역왜곡효과가 있다고 주

장한다.23) 특히 환경단체에 소속된 학자들 중에서는 수산품의 거래 중 국제무
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여러 방법으로 추산된 수산보조금의 규모가 

19) 시애틀각료회의 뿐만 아니라 도하각료선언에 따른 협상을 위한 물고기친구들의 
공동제안서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Preparations for the 1999 Ministerial 
Conference (Fisheries Subsidies), Communication from Australia, Iceland, New Zealand, 
Norway, Peru, Philippines, and the United Sates, (WTO General Council, WT/GC/W/303, 
6 August 1999) (이하 “Fish Friends' Communication for Seattle”), paras. 3-5; The Doha 
Mandate to Address Fisheries Subsidies: Issues, Submissions from Australia, Chile, 
Ecuador, Iceland, New Zealand, Peru,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WTO 
Negotiating Group on Rules, TN/RL/W/3, 24 April 2002) (이하 “Fish Friends' 
Submission for Doha Negotiation I”), para. 1.

20)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Workshop on the Impacts of 
Trade-Related Policies on Fisheries and Measures for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 
(이하 “UNEP Workshop”), Annotation I: Background Information(15 March 2002).

21) Note by the Eurpean Community, Comments by the European Community on the 
Document of the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T/CTE/W/80) 
on Subsidies and Aids Granted in the Fishing Industry, (WTO CTE WT/CTE/W/99, 6 
November 1998) para. 14 (emphasizing that “subsidies do not necessarily exert increased 
pressure on fisheries resources and, conversely, that the overexploitation of stocks is not 
due to the subsidies regime.). See also, Submission by Japan, Japan's Basic Position on 
the Fishery Subsidy Issue, (WTO CTE, WT/CTE/W/173, 23 October 2000), paras. 3-4.

22) 예를 들어 노후된 어선을 정부가 사들이는 보조금인 소위 “vessel-buy-back” 
program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위와 같은 환경친화보조금도 만약 선박소유주가 그 돈
으로 다른 신종 어선을 사는 경우에는 환경유해 보조금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3) Fish Firends' Communication for Seattle, paras. 2-3; Fish Friends' Submission 
for Doha Negotiation I, paras.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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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업이익의 20-25%에 상응한다는 연구결과에 터잡아 수산보조금이 

무역왜곡효과가 클 것이라는 간접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24) 다만 구체

적으로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발생하는지에 관하여도 아직 체계적인 실증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이는 국제기구들 뿐만 아니라 환경주의자들도 인정하

는 바이다.25) 즉, 수많은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지만26) 수산보조금과 무

역왜곡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아직 구체적,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27)

요약하자면, 현재 수산보조금과 수자원고갈 또는 무역왜곡효과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한 실증적 체계적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가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수산자원의 고갈문제를 WTO차원에

서의 수산보조금 규제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즉, 

수산보조금과 수산자원고갈 그리고 무역왜곡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의 고갈에 한 원인을 제공
한다고 해서 수산보조금만을 규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수산자원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한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원인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수산보조금만을 독립적으로 규제대상으로 하여 문제가 해결되겠느

냐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28)

24) David Schorr, Towards Rational Disciplines on Subsidies to the Fisheries 
Sector: A Call for New International Rules and Mechanisms, The Footprint of Distant 
Water Fleets on World Fisheries, WWF Discussion Paper: Washington, D.C.(September 
1998), pp.146-147; CTE Secretariat Note Ⅰ, Annex Ⅱ, para 10(citing FAO, 1997,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pp.29-30).

25) UNEP Workship, id.; CTE Secretariat Note Ⅱ, at 46; Gareth Porter, Fisheries 
Subsidies, Overfishing and Trade, UNEP(Environment and Trade Series No.16) (이하 
“Porter 1998”), p.58 (admitting that “[t]he extent to which fisheries subsidies distort 
trade in fish and fish products has never been systematically analyzed.”)

26)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수산위원회(Committee 
on Fisheries)에서 현재 수산보조금의 형태와 그것이 무역 및 자원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2002년 3월까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Statement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FAO at the UNEP Workshop(Geneva, 15 
March 2002); See also Secretariat Note Ⅱ, paras. 46 & 65.

27) Secretariat Note Ⅱ, para. 59 (introducing a study by APEC which observes 
that “[c]ase study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s of subsidies on trade are not always 
self-evident.”)

28) Communication from Japan, Comments on the Fisheries Subsidies Proposal 
Submitted by Australia, Iceland, New Zealand, Norway, Peru, Philippin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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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물고기친구들은 위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전제 하에서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WTO에서 수산보조금의 규제를 통하여 수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Ⅴ. 물고기 친구들의 제안: WTO와 수산보조금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주의자들의 제안은 WTO에서만 이루어진 것

은 아니다. 즉,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산보조금을 규제하는 방법은 

WTO 이외의 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보조금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기존의 환경협약에 프로토콜 형

식으로 수산보조금규제에 관한 규정을 부가하는 방법 등이 제안될 수 있다.29)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물고기 친구들 주장 중 WTO를 통한 수산보조금의 규
제에 관하여만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의 제안이 

있다. WTO 산하에 독립된 수산보조금관련 협정을 제정하는 것과 기존의 보조

금협정에 수산보조금을 위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처음 제안은 독립된 협

정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시 환경친화적 개별협정방식과 미

니보조금협정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개별협정 방식(A Sectoral Approach)

WTO의 부속협정으로 수산보조금 규제를 위한 개별협정을 도입하자는 것이

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 개별협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가장 극단적인 주장으로서 환경론자와 물고기친구들은 “수산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보조금규제 협정을 만들자는 것이다.30) 수산보조금이 무역

United States(WT/GC/W/303), WTO JOB(99)5367, 16 September 1999) paras. 16-17 
(proposing that the WTO Members consider all the factors causing overcapacity, and 
discuss in a comprehensive manner what contribution the WTO can make for the 
disciplines of subsidies for forestry as well as fishery for the global environment 
concerns.)

29) See. e.g. David Schorr, at 158, 164-166(가능한 제안방식을 6가지로 나누어 소
개하고 있다); Porter 1998, at 72-74.

30) 이들이 이러한 환경협정을 WTO에 끌어들이는 중요한 이유는 WTO가 국제기구 



2002. 6.] WTO하에서의 수산보조금 규제 91

에 미치는 향은 그들의 일차적 관심사가 아니다. 이들은 WTO 설립협정 서

문에 환경보호를 거론하고 있음을 이 제안의 법률적 근거로 들고 있다.31)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고갈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감

안하여 수산보조금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 보조

금협정상의 보조금 분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띄게 될 것이다.32) 그 분류에 

따라서 금지보조금을 다시 규정하고 수산자원 보존에 도움이 되는 수산보조금

은 허용하자는 것이다(bifurcating approach). 이보다 조금 완화된 제안으로서 

양분법적인 규제방식을 지양하고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향지수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매기고 일정 점수이상을 받은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자는 방식도 있다(matrix approach).33)

위와 같은 개별협정 방식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WTO차원에서 수용될 수 없다.
첫째, 위 방식은 WTO 다자간 무역체제의 근본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WTO는 세계무역기구이지 세계환경기구가 아니다. WTO는 무역과의 관련성이 

없는 이슈를 다루는 기관이 아니다.34) 수산보조금이 무역을 왜곡한다는 일반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집행방법, 즉 분쟁해결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1) David Schorr, at 163 (arguing that [t]he preamble to the WTO Charter itself 

.... specifically note the communal interest in “allowing for the optimal use of the 
world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32) UNEP Workshop, Annotation Ⅱ, at 5, footnote 4 and accompanying text 
(categorizing six types of subsidies to be used to further analyze the impacts of 
subsidies on fish resources as follows:

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b. subsidies to capital costs, including infrastructure;
c. decommissioning and license retirement;
d. subsidies to access to foreign fisheries;
e. subsidies to income;
f. subsidies to intermediate inputs.)
33) UNEP Workshop, Annotation Ⅱ, at 5, footnote 5 (presenting the following 

parameters; whether the fishery is open access, whether property rights have been 
allocated to fishers and whether effort and output controls are weak or strong).

34) WTO 무역환경국장 (the Director of the WTO Trade and Environment 
Division)도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See, Jan-Eirik Sorensen, Fishery Matters in the 
WTO, with Focus on the Link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Speech manuscript for 
Seminar on Sustainability in World Fisheries, organized by the Korean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Pusan Korea, 2 April 2001) (stating that "[t]he WT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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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효과에 대한 이론적,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수산자원보호라는 목적 하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WTO의 근본이념에 합치하

지 않는다. 즉, WTO는 회원국들의 환경기준이나 정책에 간섭하는 기구가 아

니며 이는 다른 환경전담 기구에서 다룰 문제이다.35) WTO설립협정에서 환경

보호라는 이념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한 WTO의 목적달성은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국제교역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

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행된다.36) 앞서 본 바와 같이 WTO협정 전체를 조

망하더라도 환경보호라는 이념은 일정한 회원국의 조치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

한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에 WTO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

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데 그치고 있다. 무역에 미치는 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WTO회원국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은 WTO 범주에서 이루어 질 수 없다. 이와 같은 필자의 입장은 환경보호가 
중요한 인류의 과제임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보조

금 개별협정을 WTO내에 마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개별협정은 무역왜곡의 효과가 전혀 없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수산보조금 마저

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WTO의 근본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현행 보조금 협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조금에 관한 경제학적인 이해에도 

반한다. 보조금은 절대악이 아니다. 보조금은 한 국가의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긴요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다른 나라의 이익에 불리한 향

을 미치는 무역왜곡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계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고 

불공정무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only competent to deal with trade.... The WTO is not an environmental agency.... If 
the CTE does identify problems, any solutions must continue to uphold the principles 
of the WTO trading system....)

35) Id. (stating that “[The WTO] members do not want it to intervene in national 
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or to set environmental standards. Other agencies 
that specialize in environmental issues are better qualified to undertake those tasks.”)

36) WTO 설립협정 전문 중 해당부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Being desirous of contributing to these objectives by entering into reciprocal and 

mutually advantageous arrangements directed to the substantial reduction of tariffs and 
other barriers to trade and to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in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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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공해(polution)에 비유하기도 한다.37) 즉, 공해를 수반하는 산업시설

의 생산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악은 아니지만 그것이 발생시키는 외부효과 때

문에 일정수준 하에서 규제되는 것이다. 보조금 협정하에서도 보조금은 수출/

수입대체보조금의 경우에만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 정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해에 “불리한 

향(adverse effects)”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규제대상이 된다. 이러한 기본적 골
격을 갖추고 있는 WTO 보조금협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만약 환경에 미치는 

향이라는 유일한 잣대를 가지고 수산보조금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WTO의 보조금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뒤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

는 WTO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

바로 이러한 점은 도하 각료선언문에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동 각료선

언문 제28항은 명시적으로 보조금협정의 “기본 개념, 원리와 효율성, 그 법적 
장치와 목적을 유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의 맥락에서 

수산보조금의 WTO상 규제를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위 환경친화적 방식이 위 각료선언문에 정면으로 반함은 다언을 요

하지 아니한다.

환경주의자와 물고기친구들은 WTO가 추구하는 목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즉. 무역확대와 무역장벽철폐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환경보
호와 같은 보다 넓은 목적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면서 예를 들어 현행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을 그 출발점이라고 제시하

고 있다.38) 그러나 위 환경친화적 개별협정 방식은 무역과의 관련성을 배제하

고 나아가 WTO 근본이념에 저촉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TRIPS협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39)

37) Marc Benitah, The Law of Subsidies under the GATT/WTO System, at 
7-10(2001).

38) David Schorr, at 163 (arguing that [the TRIPs Agreement] creates obligations 
running far deeper than necessary simply to avoid measurable injuries to individual 
trade interests.)

39) TRIPS협정은 그 전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 명백히 국제교역의 왜곡과 장해요인
을 감소시키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Members,
Desiring to reduce distortions and impediments to international trade, and 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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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보조금 협정방식(A Mini-SCM Agreement for Fish Products)

두 번째 방식으로 주장되는 것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보조금협

정과는 별도로 작은 수산보조금협정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WTO의 근

본이념을 그대로 유지하되 수산보조금이라는 특성에 맞는 규제방식을 개별 수

산보조금형식을 빌려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도하 규범협

상에서 물고기친구들의 현실적인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40)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도하협상과정에서 물고기친구들의 입을 통해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도하협상 이전에 CTE를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 하에서의 

논의과정과 국제환경기구를 대변하는 학자들의 논문에 그 주요내용이 이미 나

와 있으므로 이를 고찰해보자. 그 내용의 골자는 보조금의 정의, 분류와 그에 

따른 규제방식을 새롭게 개발하자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보조금협정상의 정의와는 달리 수산보조금에 맞는 보조금 개념

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현재 보조금 협정상의 “재정적 지원”에 해당되는 것으

로 열거된 유형은 문제되는 수산보조금을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보조금협정상의 정의를 어느 정도까

지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안정도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수산보조금

에 특유한 정의를 도입하되 간접보조금(다만 명시적보조금에 한하여)을 포함시

키는 방법, 둘째 소위 암묵적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자원관리서비스에 대한 금
전적 의무부과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방법, 셋째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방법이다.41)

수산보조금의 분류는 앞서 환경친화적 방식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into account the need to promote effective and adequat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o ensure that measures and procedures to enfor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 not themselves become barriers to legitimate trade: ....

40) Oral Statement by the Representative of New Zealand on behalf of eight 
Members (Australia, Chile, Ecuador, Iceland, New Zealand, Peru,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6 May 2002 Meeting for Negotiating Group on Rules.

41) UNEP, Annotation Ⅱ, at 4. (to make sector-specific clarifications on this 
definition, for instance by including indirect but explicit subsidies; to include also the 
failure to charge the costs of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to the fishing industry; to 
expand the definition by including also the failure by government to enforce 
adequately sustainable fish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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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되고 있다. 즉, 수산자원보호와 무역왜곡방지측면에서 유해한 수산보조금중 

대표적인 유형들을 모두 기존의 보조금협정과는 다른 분류방식으로 유형화하자

는 것이다. 우선 미국은 이런 맥락에서 자국 견해에 따라 과다어획과 무역왜곡

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의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42) 또한 UNEP산하기구의 연

구업적물로서 Gareth Porter는 위 수산보조금의 정의 중 가장 광범위한 접근방

법에 따라 예산지출보조금(budgetary subsidies), 간접보조금(indirect subsidies), 
금전의무면제와 암묵적보조금(implicit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있다.43) 그 규제

방식에 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결국 수산자원

보호와 무역왜곡방지차원에서 유해한 보조금과 유익한 수산보조금을 분류하여 

이들 사이에 미니 수산보조금협정상의 규제에서 차이를 두자는 것이다. 예를 들

어, 금지보조금을 수산자원보호측면에서 따로 정의하고, 유해한 수산보조금의 

경우에는 무역왜곡 효과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거나, 유익한 수산보조금은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44)

위와 같은 미니 수산보조금협정을 WTO에 설립하는 데에는 앞서 지적한 수

산보조금과 무역왜곡효과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입증이 없다는 것 이외

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위 방식 역시 도하 각료선언문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언문 제28

42)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ly-Harmful and Trade- 
Distorting Subsidies in Fisheries, WTO CTE, WT/CTE/W/154(4 July 2000).

43) Porter 1998, at 15-19.
44) Matteo Milazzo는 현실적인 접근방식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과다설비나 어획을 조장하는 보조금은 협정을 통해 금지, 감소 또는 엄격히 규제

(“effort- and capacity-enhancing” subsidies must be eliminated, reduced, and/or more 
strictly disciplined, preferably through a rules-based regime);
◦설비나 어획을 축소시키는 보조금은 그 효용성을 최대화하고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유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잘 기획되고 실행되도록 하며, 이를 무역협
정에 반 (“effort- and capacity-reducing” subsidies have to be better designed and 
implemented .... to maximize their efficiency and minimize their injurious collateral 
environmental impacts .... and must be integrated into trade law with appropriate 
environmental coverage)
◦ “총비용 회수” 관련 이슈가 무역협정에 반 되게 하여 사용자 요금징수가 정상

적이고 합법적인 정부 요금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을 보조금으로 

취급(the “full-cost recovery,” or resource pricing issue also needs to be accomodated 
more explicitly in trade law, with the result that user fees are recognized as normal 
and legitimate Government charges, and failure to levy these fees at adequate levels is 
treated as a subsidy.) Milazzo, 각주 136과 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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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현재 보조금 협정의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그 법적 장치와 목적”을 

그대로 보존한 채 협상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보조금협정상의 보

조금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은 위 각료선언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무역왜곡효과를 수산보조

금집행의 잣대로 유지한다고 하지만, 금지보조금의 확대는 아직 수산보조금이 

무역에 미치는 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이에 따른 회원국간의 합의가 도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한 발상이며, 이는 현행 보조금협정의 “원리와 법

적 장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추정규정의 도입 등은 무

역왜곡 효과를 보조금규제의 잣대로 하는 현 기본 법적 장치와 원리에 근본적

인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각료선언문에 위배된다. 물고기친구

들은 2002. 5. 6. 규범협상회의에서 수산보조금은 도하각료선언에서 별도로 논

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범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45) 
이에 대하여는 수산보조금 논의가 별도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하

각료선언문은 보조금협정의 명확화/개선을 위한 협상의 맥락에서(“in the 

context of these negotiations”) 수산보조금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협정 전반에 관한 논의와 무관하게 논의를 별도로 진행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

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위 각료선언문이 별도의 논의를 제시한 것이라고 하더

라도 그것이 별도의 규범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당위성은 없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위 미니 수산보조금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한 협정

이 가져올 수 있는 WTO협정 전반에 관한 파장효과이다. 수산품은 일차적 상

품(primary products) 중의 하나일 뿐이다. 농산품은 WTO하에서 농산물협정상 

별도의 보조금 규제적용대상이 되고 있지만46) 다른 일차적 상품인 임산품, 광

물 등은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보조금협정의 규율대상이다. 목재와 광물
의 채취 및 거래 역시 환경보호차원에서 수산자원과 마찬가지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수산보조금에 대해서 별도의 미니 보조금

협정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다른 일차상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미니 보

45)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칠레,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인
도 발언(외교통상부 내부자료).

46) 예를 들어 보조금 협정 제3조 제1항과 제5조는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은 농업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농업협정
은 제3.2조, 제8-10조에서 농산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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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협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물리칠 방도가 없다. 더 나아가 공산품 

중에서도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인 

섬유 및 의복, 그리고 철강제품 등에 별도의 보조금협정을 제정하라는 주장이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는 현재 WTO 보조금협정을 불구로 만듦과 동시에 

WTO의 근본이념에 반하는 개별협정이 난무하는 다자무역체제는 그 일관성의 

결여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파생적 효과를 감안할 때 미니 수산보조
금협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현재 이미 존재하는 농업협정상의 보조금규제관련규정에 관하여 언급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농업협정은 약간 다른 방식의 보조금규제방식을 취하

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

고, 금지보조금을 수출보조금에 국한시키는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47) 따라서, 

그 특수성을 인정받는 농산품의 경우에도 위 미니 수산보조금협정에서 달성하

려고 하는 정도의 급격한 변형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미니 보조금협정

에만 그보다 더 특수한 취급을 하기 곤란하다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3. 현행 보조금 협정의 개정방식

마지막으로 주장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기존의 보조금협정을 개정하여 

수산보조금 규제의 실효를 거두자는 것이다. 그 개정의 형태가 수산보조금에 

관한 특칙을 따로 모아서 현재 보조금협정의 한 Part를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위의 미니보조금협정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게 된다. 만약 기존의 보조금협

정 규정에 개별적으로 부분적인 수정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분

류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유독 수산보조금의 경우에만 왜 특칙이 요구되

거나 아니면 기존 보조금협정의 개정이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2002. 4. 24. 제

출된 물고기친구들의 주장48)의 골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현행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타회원국에 

“불리한 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만 규제가 가능한 바, 현재의 보조금 통지

47) 농업협정 제1조 제(e)항에서는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의 정의를 “수출이행
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subsidies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이라고 규정하
면서 이를 제3.2조, 제8-10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48) Fish Friends' Submission for Doha Negotiat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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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 불리한 향은 고사하고 수

산보조금의 존재자체를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다.49) 둘째, 수산품과 

관련된 무역왜곡효과는 다른 상품과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

역왜곡이 수산품에 관한 무역에서 바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에 접

근하는 측면에서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즉, 수산보조금은 어

장에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의 경쟁을 왜곡하는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이 다르

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수산품 관련 산업에 가격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를 

초래하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증명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50) 셋째, 수산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동종상품”의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곤란하며, 수산업의 구조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수산보조금은 집중된 형

태가 아닌 분산적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행 WTO규정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51) 추가적으로 물고기친구들은 2002. 5. 6. 규범협상

회의에서 몇 가지를 더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주장으로서 수산물 수입국은 자

국의 공급량부족에 따라 수입하므로 해당국이 보조금지급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계관세법의 발동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한다.52) 수산보조금이 선박건조비용을 낮춤으로써 그것

이 조업비용을 낮추게 되므로 그로 인한 보조금 액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거나,53) 수산물의 특성상 수입국내의 동종상품을 선정하고 서로 가격비교를 하

는 것 등이 곤란하므로 조치가능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의 입증이 곤란하

다는 주장54) 등은 위 물고기 친구들 제안서의 세 번째 마지막 주장을 보다 구

체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수산업에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반박으로 제기될 수 있다. 우선 보조금통지의 문제는 모든 유
형의 보조금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는 보조금협정 전반의 개선차원

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수산보조금의 특색에 기초하여 별도의 보

조금규율을 제정하자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유력한 반론이 제시될 수 있다. 

즉, 보조금협정이라는 것이 개별 산업분야의 특수성을 완벽하게 고려할 수 없

49) Id., at para. 8.
50) Id., paras. 14-15.
51) Id., para. 16.
52) 2002. 5. 6. 도하 규범협상그룹회의, 아이슬랜드 대표 발언(외교통상부 내부자료).
53) Id., 노르웨이 대표 발언.
54) Id., 뉴질랜드 대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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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전제에 선다면, 농산물이나 임산물 등 다른 분야에도 위와 같은 문제는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바, WTO회원국들은 그러한 일반협정의 불완전성

을 감안하고 이를 보조금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합의한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파장효과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산업별 특

별장치를 보조금협정에 만들기 시작한다면 이는 수산보조금 뿐만 아니라 농업

보조금, 임업보조금, 나아가 이차적상품에 관하여도 위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
는 산업군에 대하여는 모두 특수한 취급을 요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는 기

존의 보조금협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수용불가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

다. 앞서 지적한 “동종상품”의 문제, 보조금액수 산정 곤란, 인과관계 입증 곤

란 문제 등은 수산보조금이 아닌 다른 역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산업의 특성만으로 현 보조금협정에 수산보조금만을 위

한 특칙을 제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55)

다만, 도하각료선언문에서 수산보조금의 WTO상의 규제를 명확화하고 개선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협정의 기본 개념과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

서 수산보조금규제를 위한 보조금협정의 명확화와 개선을 꽤하는 방법이 있는

지를 먼저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56) 그러한 차원에서 이하에서는 

55) 상계관세부과의 곤란성 문제는 그것이 상계관세제도의 본질적 측면에서 발생하
는 문제이지 수산보조금의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즉, 다른 일차상품이나 
공산품의 경우에도 수입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상품의 특성과는 별개로 수입국 입장에서는 저렴한 수입품이 국내 소비자
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국내 동종업체에 대한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상

계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상계관세제도
와는 별도로 위법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WTO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구제방법이 존재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국만이 제소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산보조금에 대

하여 WTO하에서 전혀 구제방법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실제로 WTO 출범 이전 
상계관세법을 거의 유일하게 활용하던 국가인 미국에서 수산보조금에 대하여 실제로 상

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적어도 두 차례 있고, 그중 하나는 GATT 패널이 상계관세부과
를 지지하 음을 주목해야 한다. See e.g.,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Certain Fresh Atlantic Groundfish From Canada, 51 Fed. Reg. 10,041, 
10,041-42(1986); The Panel Report on United States -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Imports of Chilled Atlantic Salmon from Norway(4 December 1992, GATT 
Doc. SCM/153), in Pierre Pescatore, William Davey, and Andreas Lowenfeld, 2 
Handbook of WTO/GATT Dispute Settlement, at 883(1995).

56) Communication from Canada, Improved Discipline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the Anti-dumping Agreement, WTO 
Negotiating Group on Rules, TN/RL/W/1(15 April 200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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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친구들이 주장하는 현행보조금협정의 불완전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

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개정론이 전체 보조금협정의 명확화차원에서도 타

당한 것인지, 또는 어느 선에서 수용 가능한 것인지를 다음 장에서 보조금협

정 조문별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Ⅵ. WTO 보조금협정상 수산보조금의 규제

1. 보조금의 정의

물고기친구들이 수산보조금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보조금협정 규정 중 가장 

불충분하다고 보는 부분이 보조금의 정의이다. 많은 수산보조금 유형이 현행 

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에 포함될 수 있으나, 몇 가지 수산보조금에 특징

적인 것 중에서 포함여부가 의문이 가는 유형이 있으며, 이것 때문에 물고기

친구들은 현행보조금 정의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기로 

한다. 즉, 우선 문제되는 아래 유형의 보조금이 현행보조금협정상의 정의에 포
함되느냐, 그리고 만약 포함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수산보조금에만 특별한 

보조금정의를 요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 간접보조금

예를 들어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으로 인하여 어민이 싼값으로 선박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이는 조선업의 특성상 시장에 관한 여러 변수에 따라 위

와 같은 보조금지급이 수산업이나 어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에 따라 현행 

보조금 정의에의 포함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 간접보조금 문제는 수산보조

금 이외에도 다른 공산품 관련하여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실제

로 캐나다-브라질간의 민간항공기 분쟁과 캐나다-수출신용 사건57)에서 간접보

조금이 분쟁의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가 민

간항공기 구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민간항공기 제조업자에 

대한 간접보조금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또한 US-Treating Export 

Restraints as Subsidies사건58)에서도 패널은 간접보조금도 보조금협정상의 보조

57) The Panel Report on Canada - Export Credits and Loan Guarantees for 
Regional Aircraft, WT/DS222/R, (adopted on 27 March 2002).

58) The Panel Report on US-Treating Export Restraints as Subsidies, WT/DS19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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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정의에 포함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도 간접보조금 

역시 현행 보조금협정의 정의에 충분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다. 보조금협정 제1조의 해석상 “재정적 지원”의 대상기업과 그로 인한 “편익”

의 수혜자가 반드시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제3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과연 얼마나 수혜기업에게 전달(pass-through)되

었는지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남을 뿐이며,59) 간접보조금이라고 해서 보
조금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간

접보조금의 문제는 보조금협정의 개정협상이 아닌 개별 분쟁해결절차를 통하

여 그 구체적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간접보조금을 보조금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자는 주장, 즉 수

산보조금의 규제만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에 간접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보조금협정 전반에 관한 검토차원에서 명확
화 할 수는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하각료선언문 제28항에서 “In the 

context of these negotiations”라는 문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산보조금

의 WTO차원에서의 규제를 명확화/개선하는 작업은 일반보조금협정의 명확화/

개선을 위한 협상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산보조금의 규

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보조금협정 전반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수산보조금에만 특칙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반보조금협정 

전반의 명확화/개선 차원에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나. 인프라 서비스제공

현행 보조금 협정 제1조 제1(a)(1)(ⅲ)항60)에서는 정부의 서비스제공이 “재
정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비스의 제공 중에서 “general 

infrastructure” 서비스의 제공은 보조금 정의에서 제외된다. 수산보조금 중에는 

예를 들어 정부의 항만시설(fishing port facility)의 제공 또는 인공 암초

(artificial reefs) 건설 등이 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정의에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adopted on 2 August 2001).
59) 이 사실인정이 구체적 사건에 따라 쉽지 않은 경우는 수산보조금만에 특유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공산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60) 원문은 다음과 같다:
(ⅲ) a government provides goods or services other than general infrastructure, or 

purchases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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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general infrastructure”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infrastructure”이기는 하지만 수산업에 특수한 것이기 때문

에 “general”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보조금정의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될 

수 있다.61) 수산보조금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수산보조금에 관

하여 위와 같은 서비스제공이 보조금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특칙을 마

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는 수산보조금 이외의 분야에서도 마
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음을 또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위와 같은 불명

확성은 수산보조금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general infrastructure”

라는 개념의 불명확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개념정의를 수

산보조금만을 위하여 특별히 확장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필자는 개

별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명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산보조금만을 
위한 특칙을 마련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반보조금협정의 명확화작

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 암묵적 보조금

수산업에 사회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과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의 보조금을 지칭한다. 여기서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국가의 적극적인 급

부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예로 들어진다.

(1) 약한 규제법적 기준의 설정(Lax Legal Regimes or Law Enforcement)

예를 들어 국내환경규제가 국제환경협약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이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어류산란기와 관련된 조업시기의 제

한이나 치어보호를 위한 규제법 수준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이하로 설정된 경우이다. 수산보조금은 물론 다른 일반보조금의 맥락에서도 

이러한 완화된 규제법적 기준 설정이 제1조상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분쟁해결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62) 수산보조금과 관련하여 물고기친구

61) Milazzo, section Ⅶ(B).
62) 이러한 경우에 보조금 정의상 편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

다. See e.g., Kenneth S. Komoroski, The Failure of Governments to Regulate Industry: 
A Subsidy Under the GATT? 10 Huston Hournal of Int'l Law 189, 209(1988) (arguing 
that the government's failure to require some minimum environmental standard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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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론자들은 이것이 매우 강력한 보조금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조금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정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63)

이 주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무엇이 최적의 규제수준인지를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수준

(international standard)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별국가에 천편일률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그 국제적 기준이 국제협정의 형태로 규정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그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그 

기준을 강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64) 또한 위와 같은 문제

점은 수산보조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다시 한번 가능하다. 예

를 들어 냉장고를 제조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물질인 프레온가스의 사용

을 한 국가가 허용한다고 하자. 그 대체물질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물질이
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한 국가의 소극적 행

위가 일반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

다. 이 냉장고 예에서 보듯이 완화된 환경기준의 문제는 당연히 공산품과 관

련하여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법률적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위와 같은 완화된 

규제법적 기준 설정이라는 유형이 현행 보조금협정 제1조의 “재정적지원” 유
형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제1조상 재정적지원의 유형 열거가 

한정적 열거인가 아니면 예시적 열거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이 문제에 관

하여 주요 WTO회원국들은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UR협정법에 수

반되는 행정조치백서(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에서 예시적 열거로 

constitute providing a de facto benefit on an industry). 이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나
타내는 견해로는, William K. Wilcox, GATT-Based Protectionism and the Definition of 
a Subsidy, 16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129, 157-158, note 228.

63) Stone, at 527 (suggesting that this issue be discussed before the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r the CTE). Stone이 만약 도하협상에서 수산
보조금이 특별히 논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여기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 을 

것이다.
64) 같은 맥락에서 “level playing field”달성을 위한 상계관세법 발동에 반대하는 

견해로는, See Richard B. Dagan and Michael S. Knoll, Duties to Offset Competitive 
Advantage, 10 Maryland Journal of Int'l Law and Trade 273, 285-287(1986) (stating 
that costs and values of clean environment in foreign countries differ from one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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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65) 실제로 WTO분쟁해결절차(미국-FSC사

건)66)에서 예시적 열거라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하여 유럽연합은 

같은 사건에서 한정적 열거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

반보조금협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이번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수

산보조금차원에서만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한가지의 법률적 쟁점은 WTO분쟁해결절차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이다. 즉, 한 국가가 규제법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수준을 낮게 규정한 것이 아

니라 전혀 아무런 규제법규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적극적 행

위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적극적 행위

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사안에서 소극적 행위 그 자체를 WTO체제내의 개별

협정 위반행위로 의율하여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인지의 

근본적 문제가 있다.67) 이는 수산보조금은 물론 일반보조금협정뿐만 아니라 
WTO협정 전반에 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수산보조금 뿐만 아니

라 보조금협정일반 차원에서도 이를 특별히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고 생각한다. 즉, 이는 WTO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인 “정부조치(government 

measures)”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하는 WTO 분쟁해결의 가장 근

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자원사용요금의 미징수(Forgone Resource Rent)

암묵적보조금으로서 수산보조금차원에서 두 번째 들어지는 대표적인 유형은 

65) The Uruguay Round Agreement Act,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at 
256-257, in US House Document 103-316, vol. 1, at 926-927 (stating that “[t]he 
examples of particular types of practices falling under each of the categories are not 
intended to be exhaustive.”)

66) The United States - 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FSC”), 
(WT/DS/108/R, 8 October 1999, Panel Report), and (WT/DS/108/AB/R, 24 February 
2000, Appellate Body Report).

67) 보조금 정의 일반과 관련하여 정부의 소극적 행위는 보조금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로서는, Vinod Rege, GATT Law and Environment-Related Issues 
Affecting the Trade of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World Trade, June 1994, at 
95, 157 (noting that “in order to constitute a subsidy, there should be a positive action 
by the government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results in a financial contribution or 
benefits being conferred on recipients. The definition would not cover situations where 
it is alleged that the government has, in the view of its trading partners, failed to take 
action by adopting appropriate environment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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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징수하여야 하는 조업비용(fishing fee)을 세금이나 요금의 형태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 역시 과연 어떤 경우가 위와 같은 요금을 징수

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나아가 어느 수준의 비용을 부과할 것인지에 관한 적

정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 암묵적보

조금을 보조금협정 제1.1(a)(1)(ⅱ)조의 “government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is foregone or not collected”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우선 문
제될 수 있다. 물론 이 사안을 다룬 분쟁해결절차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위 

이슈에 관하여 적극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68)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라고 본다. US-FSC사건에서 패널은 한 회원국이 세금이나 요금의 징수를 

하지 않고 유예 또는 감면함으로써 위 보조금 유형에 해당하는 “재정적 지원”

을 하 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모든 회원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징수의무기준이나 수준을 WTO에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상황(otherwise situation)”은 그 해당국가의 국내법제를 고찰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견해를 표명하 고 이는 항소기구에서 확정되었다.69) 따라서, 다른 

비교되는 상황, 예를 들어 A새우어장에는 조업요금을 징수하면서 B새우어장에

서는 조업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협정상의 “revenue foregone”

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한 회원국이 조업요금을 예외 없이 모든 수산업에 

대하여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상황을 다른 제조업까지 확장하여 마찬가

지로 “revenue foregone”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70) 이는 

미국-FSC 이행결정(compliance review)에서 패널과 항소기구 모두 “다른 상황

(otherwise situation)”은 “비교가능한 상황(comparable situation)”에 국한되는 것

68) Stone, at 528. 미국은 캐나다 목재(softwood) 수출에 대하여 적당한 수준의 벌
목세(stumpage charges)를 캐나다 정부가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캐나다 목재산업에 혜택
을 부여한 것을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실제로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Investigations 
No.701-TA-414 and 731-TA-928(Final), 67 Federal Register 36022(May 1992). 물론 캐
나다가 이를 GATT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GATT 패널의 
결정은 아직 없다.

69) WT/DS108/AB/R, at 31, para. 90 (agreeing with the Panel that the basis of 
comparison must be tax rules applied by the Member in question and rejecting the 
idea that WTO obligations somehow compel Members to choose a particular kind of 
tax system.)

70) 이런 극단적 예의 중간적 형태로 새우어장에는 조업요금을 징수하면서 다랑어 
어장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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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좁게 해석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71)

물고기친구들의 주장은 만약 위 자원사용요금의 미징수가 기존 보조금협정

상의 보조금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유형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조금 정의규정에 수산보조금 관련 특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할 점은 이 역시 수산업에만 국한되어 발

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내 자동차생산업체들에게 내수
용 자동차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배출로 인한 환경세는 징수하면서 수출

용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위 “revenue foregone”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모든 자동차생산업체에게 최종판매처를 불문하고 환경세

를 부과하지 않음에 비하여 석유화학생산업체에게는 공배배출 환경세를 부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원목을 벌채/생산하는 업체에게는 환경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제조업 일반에게는 환경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이 모든 
가정적 상황이 수산보조금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형의 암묵적 보조금을 수산보조금

에만 특별히 인정하자는 주장은 다른 분야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수

산보조금의 경우에만 특칙을 마련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며,72) 이 역시 

보조금협정 전체의 명확화, 개선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

다.73)

71) United States - 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European Communities, WT/DS108/AB/R(14 January 
2002) para. 98.

72) 수산보조금 특별취급을 주장하는 Gareth Porter도 이문제에 관하여는 다른 분야
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WTO하에서 특별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Gareth Porter, Perverse 
Subsidies, Draft Paper for Environment and Trade Series. UNEP, Geneva(2000) (이하 
“Porter 2000”), at 17 (stating that “it is extremely unlikely that the WTO will agree to 
include implicit subsidies within the scope of a subsidy removal agreement, because .... 
the precedent would raise many difficult issues in all sectors.”)

73) 혹자는 자원사용요금의 미부과가 바로 보조금협정 제1.1(a)(1)(ⅲ)조상의 정부의 
“서비스제공(provision of services)”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Stone, at 528; 
Milazzo, Section Ⅶ(B). 이는 앞서 지적한 정부의 소극적 행위가 보조금행위 유형에 포
함될 수 있는 것인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특히 서비스“제공
(provision)”이라는 용어는 적극적 급부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는 강력한 반박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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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의 특정성

수산보조금은 그 본질상 보조금협정 제2조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수산업 중 특정분야가 아닌 수산업 전반에 걸쳐 

제공되는 보조금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수산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이

러한 형태로 지급되는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WTO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즉, 우리나라 보조금의 통보시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질의서에 대하여 답변하
면서 수산보조금 중 대부분이 수산업 전반에 걸쳐 지급되기 때문에 특정성 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74) 이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은 

수산업이라는 특별산업분야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특정성 요건

을 충족시킨다고 반박한 바 있다.75) 우리나라의 위 주장은 매우 돌출적인 주

장인 것으로 제네바에서 인식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위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우선 수산업이라고 하는 산업단위는 국가에 따라서 농업이나 제조업에 상응

하는 규모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와 같은 국가에게는 수산보

조금은 오히려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됨에 비하여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에 비추어 농업이나 제조업 전반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특정적인 것

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따라서, 수산업이 본질상 특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이나 농업이 한 국가의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74) Replies to Follow-Up Questions from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New 
and Full Notification of Korea, WTO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G/SCM/Q2/Kor/20(25 June 1999), at 3 (noting that “[s]ome argue that 
subsidies provided across the fishing and forestry industries are specific. However, 
according to UN industry classification scheme, fishing and forestry industries are 
separate industries independent of agricultural or manufacturing industry and subsidies 
that benefit an entire industry should not be considered to be specific.”)

75) Statement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at the Special Meeting of 
the WTO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eld on 4 May 1999, 
G/SCM/M/21(21 September 1999) at 4, para. 26(stating that “any subsidy that was 
limited to the fishery or forestry sector would probably be specific, irrespective of 
whether it went to a commercial enterprise or an individual fisherman who is still 
nonetheless engaged in a commercial activity.”); Statement of the EC, id., para. 
27(agreeing with the US that “a subsidy that was limited to the forestry or fishery 
sector had by definition to be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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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국가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76) 즉, 수산보조금이 수산업 전반에 

걸쳐 제공되는 것일 때,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는 보조금제공 국

가의 산업구조와 실제 제공방식, 수혜업체 등의 개별적 고찰을 통하여 정해질 

수 있는 문제이지 “본질상 특정적”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은 개별적 판단방식이 바람직하다는 필자의 견해는 바로 수산보조금의 특정

성 문제는 보조금 개정협상이 아닌 구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위와 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만약 면세유(fuel subsidies)가 수산업에 대해서

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77) 이는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유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측면이다.

3. 금지보조금

금지보조금은 곧 수출보조금을 의미한다. 그런데 수산보조금이 직접 수출을 

겨냥하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그 성격상 수출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매

우 적은 것으로 보이며,78) 이는 국제기구들이 개별국가들의 수산보조금을 조

사한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79) 따라서, 수출보조금 관

련 규정은 수산보조금을 이유로 개정될 사항은 아니다.80)

76)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멕시코의 농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시장가격 이하의 
농업용수의 공급에 대하여는 미국 상계관세법상 특정성을 결여한다는 이유로 조치가능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John A. Ragosta, Natural Resource Subsidies 
and the Free Trade Agreement: Economic Justice and the Need for Subsidy Discipline, 
24 George Washing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267, 274, note 
87(1990) (stating that “the [Commerce] Department found that a natural resource 
subsidy, low priced water, provided to all agricultural interests was not specifically 
provided because agricultural interests were not a specific enough group of industries,” 
while citing Fresh Asparagus from Mexico, 48 Fed. Reg. 21,618, at 21,621(Dep't 
Comm. 1983) (final neg.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77) Gareth Porter도 마찬가지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Porter 1988, at 63.
78) Porter 1998, at 64; Stone at 151 (observing that “only a fraction of the fishery 

sector fall within this prohibited category, since most fishery subsidies do not focus 
directly on exports.”)

79) Secretariat Note Ⅱ, para.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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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보조금을 재분류하여 그중 수산자원고갈과 무역왜곡효과가 강한 수산보

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취급하자는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산보조금과 

무역왜곡효과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아직 공감대를 형성할 수준에 도

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4. 조치가능보조금

제1조상의 보조금이 특정성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해에 
“불리한 향(adverse effects)”을 미친 경우에는 조치가능 보조금이 되어 분쟁

해결절차나 상계조치의 대상이 된다. 수산보조금 중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 매우 드물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조치가능보조금이 수산보조금의 규제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입증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 수산보조금 유형 중에서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 많은지에 관하

여 Schorr는 수산보조금 중 많은 유형이 “조치가능”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81) APEC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극소수의 수산보조금 프로그램만이 보조

금협정에 위반될 것으로 보이며, 조사대상이 되었던 162개의 수산보조금 중에

서 10개만이 “조치가능”보조금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

나 APEC 연구도 이론적으로 수산보조금이 조치가능보조금이 될 수 있는 경

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나 제소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에 위 수치가 

낮게 잡힌 것이며, 더욱이 대부분 규모가 작거나 지역발전보조금이나 환경보
조금으로 제8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다.82)

수산보조금을 조치가능보조금으로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는 “불리한 

효과-무역왜곡효과”의 입증에 달려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수산보조금이 분산

적 형태로 지급되며 수입국가의 동종물품 가격을 인하시키거나 시장점유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직접적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80) 다만, “사실상 조건성(de facto contingency)”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이나, 이 역시 개별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해결되거나 일반 보조금 개정협상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질 문제이다.

81) Schorr, at 152 (opining that “many - and, depending on how certain definitional 
issues are resolved, perhaps nearly all - types of fishery subsidies fall within the 
“actionable” category.”)

82) Secretariat Note II, para. 57 (summarizing the APEC study on the Nature and 
Extent of Subsidies in the Fisheries Sector of APEC Member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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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조치가능보조금으로서의 수산보조금 규제를 위하여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보조금 협정 제6조 제1항 “심각한 손상”의 추정규정 부활여부이다.83) 즉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심각한 

손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별도로 무역왜곡효과를 제소국이 

먼저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된다.

(a) 종가세 기준으로 한 물품가격의 5%를 초과하는 보조금;
(b) 한 산업의 운 상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보조금;

(c) 일회성이 아닌 한 기업의 운 상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보조금;

(d) 부채의 직접 탕감.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피제소국은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제소국의 무역을 대체 또는 방해하거나 가격인하 효과가 없다는 

사실, 또는 세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증대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심각한 손상의 존재 추정이 번복된다.

“부채의 탕감”이나 “운 상의 손실”은 그 사실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수산보조금을 조치가능보조금으로 제소하는 

데에는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84) 이와 반대로 종가세 기준

으로 보조금이 물품가격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는 것
으로 규정한 제1(a)항이 가장 수산보조금 규제와 관련하여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수산보조금의 성질상 그로 인한 무역왜곡효과를 입증

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어려움에 반하여 수산보조금중 이 5% 기준을 초과하

는 경우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85) 물론 다른 추정조항에 비하여 위 (a)항

이 보조금액수비율이 높은 경우에 제소국측에 입증상의 부담을 현저히 경감시

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적용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83) 이번 도하 협상에서 캐나다는 이미 이 추정규정의 부활을 제안하고 나섰다. 
Communication from Canada, Improved Discipline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the Anti-Dumping Agreement, WTO Negotiating Group 
on Rules, TN/RL/W/1(15 April 2002) (이하 “Communication from Canada”), at 1.

84) Stone, at 530-531; Porter 1998, at 66.
85) Stone, at 530-531; Porter, at 66; Schorr, at 153 (stating that “aggregate 

subsidies totalling at least 20-25 per cent of sectoral revenues suggest that the 5 per 
cent as valorem test for establishing serious prejudice may not be difficult to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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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품(a product)”에 대한 종가세 기준 5% 이상이기 때문에 수산보조금이 

어종이나 수산가공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수산품을 대상으로 지급된 경우

에 어디까지가 한 물품(a product)인지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

서 WTO상의 전통적 개념인 “동종물품(like products)”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 

물품(a produ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후자의 개념범위가 전자의 

개념범위보다 좁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선다면, 수산품인 이상 모두 하나의 
물품이라는 전제에서 위 기준 충족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산보조금에 유용하다

고 판단한다면 이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86)

여하튼 위 추정조항의 수산보조금에의 적용여부는 보조금협정 전반에 관한 

검토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손상에 관한 추정규정 전체의 부활여

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동안 분쟁해결절차에서 이용

실적이 전무하 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용성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부활의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가능하다. 특히 제1(a)항의 경우에는 피제소

국측의 소극적 사실증명에 따른 반증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가정하에서 볼 때 보조금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역왜곡효과가 매우 

불분명한 사안에서조차 보조금을 규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현행보조금협정

의 근본 정신과 원리에 반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되어

야 할 문제이다.

5. 허용보조금

현행 허용보조금 관련 제8조 역시 한시규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심각한 손상” 추정규정과 함께 도하 협상에서 보조금 협정 전반의 개정과 관

련하여 그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87) 가사 부활된다고 하더라도 수산보조금 중 

수산자원보존에 유익한 보조금이 제8조 제2항상의 세 가지 허용보조금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

인다. 우선 첫 번째 제2(a)항상의 R&D보조금은 그 적용범위는 넓지만 수산보

86) 보조금협정 부록 Ⅳ에서 이 5%선을 넘는지를 판단하는 계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실무상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보조금의 수혜주체의 확정, 
물품의 확정, 보조금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 등이다. 이를 예를 들어 잘 설명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Stone, at 530, note 113 참조. (illustrating potential problems such as firm 
definition; product definition; unallocated subsidies; and displacement controversies.)

87) See Communication from Canada, 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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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과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유형인 제2(b)항상의 지역

낙후보조금 역시 낙후지역 내 특정 산업에게만 지급되는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으며,88) 일시적 상황으로 발생한 지역적 어려움은 제외된다는 점에서89) 수

산보조금이 이에 해당하여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90)

수산자원을 보호 목적의 수산보조금과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일견 보이

는 제2(c)항 소정의 허용보조금 역시 수산보조금에 적용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우선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수산보조금은 법이나 규제를 통해 강제

되는 새로운 환경기준에 기존설비를 합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가 흔하지 않다.91) 더욱이 요구되는 조건 중에는 “nuisances and pollution”을 감

소시킬 것과 “manufacturing cost”를 절약하는데 쓰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용어 

사용에서 보듯이 이 조항은 공산품에 대해 적용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92)

결국 위와 같은 고찰은 허용보조금 조항이 전부 그대로 부활된다고 하더라

도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산보조금이 허용보조금으로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현행보조금협정이 수산품에도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위와 같은 허용보조금 규정방식은 애당초 수산보조금에 마땅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입법적 불비라고 할 수 있다.93) 따라서, 

88) 해당 조문은 “assistance to disadvantaged regions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given pursuant to a general framework of regional development and 
non-specific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within eligible regions ....”(강조첨가)이라
고 명기하고 있다.

89) 제8조 제2(b)(ⅱ)항 해당 조문은 “the region is considered as disadvantaged on 
the basis of neutral and objective criteria, indicating that the region's difficulties arise 
out of more than temporary circumstances; ....”(강조 첨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90) Porter 1998, at 64.
91) 해당조문은 “assistance to promote adaptation of existing facilities to new 

environmental requirements imposed by law and/or regulations ....”라고 규정하고 있다.
92) Schorr, at 151; Porter, at 64.
93) Milazzo는 수산보조금중 “녹색등 보조금(green lighted subsidies)”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는 보조금 유형으로 네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남획방지 보조금(subsidies reducing exploitation effort);
◦자원남획어민을 타 업활동으로 전환시키는 보조금(subsidies diverting producers 

from activities that promote over-exploitation of resources to more benign economic 
endeavors);
◦어장을 확장하는 보조금(subsidies intended to enhance the resource ba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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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수산자원보호에 유익한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제8조 제

2항상의 요건을 재정비하여 이를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94) 제8

조 허용보조금규정 전체를 부활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보조금 협정 전반의 개

정차원에서 검토될 문제이나, 만약 조항의 부활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경우에는 

환경에 유익한 수산보조금을 포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항이 수정되어야 마

땅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여야 하는 것은 현행 허용보조금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보조금은 수산보조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산품이나 

임산품에 대한 보조금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즉, 허용보조금 규정을 개선한

다고 할 때 이는 수산보조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차상품 전체에 적

용될 수 있는 개선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보조금협정에 환경보전에 

유익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GATT 제XX조가 GATT협정 이외의 개별 WTO
협정 ―보조금협정 포함― 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결하는 바람직한 접근방법일 수 있

다.95)

◦환경친화적 어획기술발달을 촉진시키는 보조금(subsidies hastening the development 
of more environmentally-sensitive harvesting technology).

Milazzo, 각주 14의 본문.
94) 이에 대하여는 UR협상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OECD의 한 보고

서에서는 보조금협정에 환경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 그 

범위가 넓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OECD, Trade and 
Environment: Environmental Subsidies, Report on the Meeting of Management 
Experts(September 13, 1994), p.12(Mellzzo, footnote 136에서 재인용) (“there was a 
general concern that the UR text, which gives a green light for certain types of 
environmental subsidies, .... may be excessively permissive, and open an undesirable 
exemption from the general disciplines against the use of subsidies.”)

95) GATT 제XX조 제(b)항은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 animal .... life or health)를, 제(g)항은 고갈가능
한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한 조치(measur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를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서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보조금협정 의무위반의 예외사유로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두 협정이 법률적

으로 별개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일견 부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보조금협정 제31조 제1
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No specific action against a 
subsidy of another Member can be taken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GATT of 
1994, as interpreted by this Agreement.” 이 조문에서 “the GATT of 1994, as 
interpreted by this Agreement”는 GATT 조문 중 보조금과 관련된 제VI조와 XVI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GATT 제XX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겠으나, 이는 아직 논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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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안은 WTO체제가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

으나 일정요건하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 태도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WTO의 근본이념에도 부합한

다고 볼 수 있다.

Ⅶ.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가

정하더라도 수산보조금의 규제를 WTO체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수산자원보호 목적만을 내세워 WTO내 독

립된 협정을 마련하는 것은 WTO의 근본 목적과 이념을 침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WTO

체제 하에서 기존의 보조금협정과 별도로 미니-보조금협정을 만드는 것도 도
하각료선언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그 파장효과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수산보조금의 WTO차원에서의 규제를 보다 명확화/개선한다는 

도하각료선언은 기존 보조금협정의 관련규정의 명확화/개선 차원에서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 작업도 우선 현 보조금협정이 왜 그리고 어떻게 수산

보조금의 효율적 규제에 미비한 측면이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

다.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연후에야 비로소 기존 보조금협정의 
명확화/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문제인식 하에 

현재 보조금협정이 수산보조금규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 다. 

위에서 살펴본 바로는 물고기친구들이나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현행보조금협

정의 문제점 중에서 상당 부분은 현 협정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거나, 개별 

사안에서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명확화 될 수 있는 것이었다.96) 또 다른 상

당부분은 현행보조금협정의 일반적 문제점이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수산보조금에 특이한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협정 전반을 명확화/개선

지가 있다. Stone, at 533, note 128.
96) David Schorr도 현재 보조금협정으로 얼마나 수산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는 WTO회원국이 이를 얼마나 분쟁해결절차로 가져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견
해를 표명한다. Schorr, at 153 (stating that “the effectiveness of disciplines [of fisheries 
subsidies] under the [WTO subsidy] rules depends on the willingness of WTO 
members to litigat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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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협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산보조금만을 위한 특별한 규정의 도

입형식이 되어서는 아니 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익한 수산보조금은 보조금협정상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

는 허용보조금 조항의 부활과정에서 입법적인 개선을 요하는 작업이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수산보조금 규제를 특별히 논의하고, 나아가 

WTO체제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은 근본적으로 WTO체제가 
효율적 분쟁해결절차를 구비한 집행력있는 기구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입장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WTO차원

에서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역왜곡효과가 있는 수산보조

금의 규제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보조금협정의 입법적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그 규제방법을 명확화/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할 뿐만 아

니라 바로 그것이 도하각료선언에서 의도한 바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이 
WTO의 근본목적과 이념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

의 입장이다.

위와 같은 필자의 입장을 따르자면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반론이 환경주의자들로부터 당연히 제기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몫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WTO밖에서의 독립된 

다자간 환경협약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환경협약은 FAO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 유형과 그것이 수산자원고갈이나 무역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체계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97) 이러

한 환경협약은 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기존의 환경협약처

럼 무역조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WTO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다자환경협약에서 인정하는 무역조치가 가사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하

더라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위 환경협약의 실효성을 증진

시키는데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WTO CTE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도하개발 어젠다의 첫 번째 항목(도하 각료선언문 제31(ⅰ)

97) 이와 관련하여 FAO에서는 2002년 하반기 중에 수산보조금에 관한 두 번째 전
문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며, OECD에서도 2003년부터 수산보조금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See Japan's Provisional Comments on the Submission from 
Australia, Chile, Ecuador, Iceland, New Zealand, Peru,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on Subsidies, presented at a Meeting for the WTO Negotiating Group on Rules, 
6 Ma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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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바로 현행 WTO 규정과 다자간 환경협약상의 무역관련의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98) 즉, WTO는 위와 같은 환경보호를 위

한 WTO밖에서의 다자간 환경협약을 통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98)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ⅰ)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WTO rules and specific trade obligations set 

out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The negotiations shall be limited 
in scope to the applicability of such existing WTO rules as among parties to the MEA 
in question. The negotiations shall not prejudice the WTO rights of any Member that 
is not a party to the MEA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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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TO Disciplines of Fisheries Subsi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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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The fish stock depletion is one of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facing the 

mankind.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of 2001 mandates the Members to 

negotiate to clarify and improve WTO disciplines of fisheries subsidies in the 

context of their negotiations on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ASCM). On the basis of this mandate, the so-called 

“Fish Friends”　group proposes to establish a sectoral agreement within the 

WTO system for effective disciplines of fisheries subsidies. This paper is 

aimed at demonstrating why such a proposal is unacceptable under the WTO 

system. First, the Fish Friends proposal is inconsistent with the basic 

objectives of the WTO, that is, trade liberalization and expansion through 
eliminating trade barriers. This is because their proposal is based on an 

unexamined assumption that fisheries subsidies have adverse impact on trade. 

Also, the Fish Friends approach is beyond the mandate given by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n appropriate approach would rather be examining 

first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current ASCM is imperfect or unprepared 

to have effective disciplines of trade-distorting fisheries subsidies. This paper 
examines this question. Its result indicates that many of Fish Friends concerns 

with the current ASCM originate from some misunderstanding of current 

provisions of the ASCM. Other problems with the current ASCM are found 

not to be unique to fisheries subsidies only. In light of the foregoing,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Doha negotiations on fisheries subsidies should be 

conducted in its connection with the Members efforts to clarify and improve 
the ASCM as a whole, and should refrain from a sector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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