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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WTO 보조금협정상 수입대체보조금과 GATT Ⅲ:4
張 勝 和*

․趙 璘 英**

1)

Ⅰ. 문제의 제기

WTO체제의 출범 이후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협정” 또는 “SCM협정”)은 
개별 단위 협정 중 가장 많이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부

분은 제3조상의 금지보조금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조금 협정 위반

으로 인한 제소내용의 대부분은 SCM 3.1(a) 수출보조금에 관한 것이었고, 동조 

(b)항 하의 수입물품대신 국내물품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

보조금에 관한 제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간혹 이러한 조치

를 문제삼는 경우에도 (b)항 위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제소국은 GATT Ⅲ:4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을 주로 선택적으로 원용하 고, 패널 역시 내국민대우원

칙위반으로만 판시하고 수입대체보조금 부분은 소송경제(judicial economy) 등

을 이유로 판단을 생략함으로써 SCM협정 3.1(b)에 대한 판정례는 아직 하나도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1) 특히 이러한 패널의 태도는 최근 WTO Panel의 판정례 

중 그 이행의 최대규모 등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았던 US-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FSC)’사건의 원패널2)과 이행패널3)(이하 “FSC 원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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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널이 SCM 3.1(b)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사건(이하 “Canada-Auto 사건”)과 Indonesi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사건(이하 “Indonesia-Auto 사건”)이 전부
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논의한다.

2) WT/DS108/R, United States-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 
Report of the Panel(1999. 8. 10).

3) WT/DS108/RW4, United States-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European Communities, Repor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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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그리고 “FSC 이행패널”이라 한다)에서도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패널의 태도는 SCM협정 3.1(b)의 수입대체보조금이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성(contingency)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기존 WTO 패널결정례를 토대로 SCM협정 3.1(b)에서 의미하는 

수입대체 보조금의 개념과 요건을 분석하면서, 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며 어

떻게 수입대체보조금의 조건성 요건이 명확화되어야 할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GATT Ⅲ:4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와 별도로 독자적 존재가치

가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그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

존 SCM협정 3.1(b)에 대한 활용도와 존재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보조금협정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먼저하기로 한다.

Ⅱ. WTO 보조금협정 개관

WTO 보조금협정은 GATT 제VI조와 제XVI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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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보조금규제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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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에는 처음으로 보조금의 정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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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재

정수입의 포기, (iii) 일반 인프라를 제외한 정부 서비스의 제공이나 물품의 구
입, 그리고 (iv) 정부의 자금이전을 통하여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를 사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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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상 규제의 대상이 되며, 제3조상의 수출/수입대체보조금은 특정적인 것으

로 간주된다(제2조). 보조금협정상 수출이행을 조건(contingent)으로 하는 수출

Panel(200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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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수입품보다 국산품사용을 조건으로 한 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된다

(제3조). 부록 I에서는 수출보조금의 가능한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수출보조

금에 대하여는 일반분쟁해결절차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한 구제절차가 부여되

고 있다(제4조).

제5조는 소위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에 관한 규정이다. 즉 

제1조상의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adverse effects)”를 
미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회원국은 보조금 제공국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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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회원국의 GATT 협정하에서 나오는 

이익을 무효화/침해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준 경우이

다. 한 물품에 대한 종가세 기준 5%를 초과하는 보조금이나 한 사업의 운

상의 손실을 전보하는 보조금의 경우, “심각한 손상”의 존재가 추정되는 규정
은 한시규정으로 2000. 1. 1.자로 효력을 상실하 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추정규정의 부활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

보조금에 대하여는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나, 동시에 위 보조금

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면 국내 상계관세

법을 발동, 상계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에서는 소위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이 특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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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특정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지역보조금, 그리고 신환경규제에 순응하기 위

한 설비의 개선을 보조하는 환경보조금이다. 이 허용보조금에 대하여는 일반 

분쟁해결절차나 상계관세절차를 발동할 수 없고, 다만 제9조에서 허용하는 구

제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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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그 자체

를 당연히 규제할 대상으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으며, 보조금이 무역왜곡을 초

래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거나 조치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의 경우는 무역왜곡 효과에 이론적으로 다툼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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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며, 그 이외의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즉, 제1조상의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무역을 왜곡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불리한 향을 끼치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 또는 상

계조치의 대상이 된다.

Ⅲ. SCM협정상의 수입대체보조금

SCM협정 제3.1조에 의하면, 금지보조금이란 (a) 부속서 I에 포함된 것을 포

함하여,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조건들 중 일부로서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수

출과 관계된(contingent) 보조금, 또는 (b)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조건들 중 일

부로서 수입물품에 비하여 국내물품을 더 많이 사용할 것과 관계되는 보조금

을 의미한다.4) 이중 후자를 수입대체보조금이라 부른다.

1. 연혁 및 규정 목적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보조금과 관련한 협상의 주요 쟁점은 보조금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이 중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가 가장 많은 논란의 대

상이었는 바, 미국은 기존의 금지보조금을 농업과 같은 일차 상품과 무역왜곡

효과를 갖는 무역관련 보조금, 국내보조금에도 확대하자고 주장하 고, 인도, 

북유럽국가 등 다른 국가들은 협의의 금지보조금을 유지하고자 하 다.5)

특히 당시 많은 협상당사국들이 일련의 무역관련 보조금(trade-related 
subsidies)의 금지를 주장하 는바, 예컨대,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기업이 

수입물품보다 국내물품을 사용하도록 조건성을 부과하는 경우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 으며, 특히 미국은 그러한 보조금은 국제적인 자원의 이

4)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3 Prohibition
Except as provided i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following subsi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shall be prohibited:
(a) subsidies contingent, in law or in fact, whether solely or as one of several 

other conditions, upon export performance, including those illustrated in Annex I 
(b) subsidies contingent, whether solely or as one of several other conditions, upon 

the use of domestic over imported goods.
5) Terrence P. Stewart, The GATT Uruguay Round; A Negotiating History(1982-1986), 

vol 1., pp.88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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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왜곡하는 점에서 관세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

고 믿었다.6) 이에 더하여, 다수 국가의 제안서들은 수출과 관련된 보조금을 

금지하고자 하 는바,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한 보조금은 생산자들이 왜

곡적인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와는 다른 생산량을 낳게 한다는 것이었다.

던켈 협상안은 이러한 견해를 반 하고 있으며, 던켈 협상안의 3(1)(a)와 (b)

가 바로 수출과 관계된 보조금뿐만 아니라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을 사용하

는 것을 조건으로 공여되는 보조금을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규정이다.7)

이렇게 볼 때, 수입대체보조금이란, 기존 GATT 체제하에의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이라는 규율 형식을 금지, 조치가능, 허용 보조금이라는 새로운 체

계로 규율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의 규율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국가들과 반대 

견해를 가진 국가들 간에 견해가 대립되자 이를 조율하기 위한 타협책인 것으

로 보인다.

2. 수입대체보조금의 의의와 요건

수입대체보조금이란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부여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국산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거나 촉진하며, 또는 수입대체 등을 조건으로 보조

금을 제공하면 수입대체보조금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수입대체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일반적인 보조금의 요건으로서 정

부의 “재정적인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일정 비율의 국산품을 사용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업에게 생산 자금을 지급 혹은 대출해 준다든지 세

입을 포기․면제하는 경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

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ndonesia-Auto 사건에서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

6) Elements of the Framework for Negotiations, submission by the United States, 
GATT Doc. No. MTN.GNG/NG10/W/29(Nov. 22, 1989), at 3; Framework for 
Negotiations, Communication from Canada, GATT Doc. No. MTN.GNG/NG10/W/25 
(June 28, 1989) p.2; Elements of the Framework for Negotiations, submission by 
Japan, GATT Doc. No. MTN.GNG/NG10/W/27(Oct. 6, 1989), p.1.

7) Draft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au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GATT Doc. No. MTN.TNC/W/FA(Dec. 20, 1991),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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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993 car programme과 1996 National car programme을 

제정하여 자동차 생산에 사용된 부속품 등 국산품 비율이 높은 차량에 대하여

서는 일정한 경우 사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 는 바(e.g. 해외에

서 국민차를 생산하는 회사는 수입되는 국민차의 C&F 가격의 25% 이상의 인

도네시아 부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패널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법제가 SCM

협정 1.1 (a)(1)(ii)에서 규정하는 정부세입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제1조의 의미
에서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8)

SCM협정 제1.1조 (b)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재정적인 기여로 인해 혜택이 

공여되어야 한다. 이 때의 혜택은 시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비록 정부에

게는 직접적인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혜자에게 이익이 발생하 다

면 동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9)

또한 보조금 협정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특정
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동 협정 제2조는 이러한 특정성의 의미를 구체적

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보조금의 경우 이러한 특정성은 추정되므로 

수입대체보조금의 경우에도 수입대체보조금의 요건만을 입증하면 되고 특정성

에 대한 별도의 입증은 불필요하다.10)

마지막으로 금지보조금으로서의 수입대체보조금은 수입품에 비하여 국산품

사용을 조건(contingent)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서 별도로 자세
히 살펴보기로 하자.

3. 조건성(Contingency)

이 조건성에 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보조금 협정 중 제3조 위반 사건에

서 거의 대부분 등장하는 메뉴이다. 즉 SCM 3.1(a)에서의 조건성에 대하여서

도 법적 조건성(de jure contingency)과 사실적 조건성(de facto contingency)의 

해석기준을 두고 많은 분쟁사례가 축적되었다. 그렇다면, SCM 3.1(b)에서 국
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에 관하여는 앞서 지

8) Indonesi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WT/DS54/R, 
WT/DS55/R, WT/DS59/R, WT/DS64/R(1998. 7. 2).

9) Canada-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WT/DS70/AB/R, 
Report of the Appellate Body(1999. 8. 2).

10) SCM Agreement Article 2.3: “Any subsidy falling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3 shall be deemed to be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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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한 바와 같이 분쟁해결절차에서 단 하나의 패널 또는 항소기구 판정례도 존

재하지 않는다. Canada-Auto 사건에서 항소기구가 3.1(b)에 대하여도 사실상의 

조건성(de facto contingency)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면서, 패널과 마찬가지로 

동 조항의 GATT Ⅲ:4와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판정례를 찾아 볼 수 없다. FSC 사건에서도 원패널과 이행패널에서 모두 

3.1(b)를 제소국인 EC가 문제삼았으나, 두 패널 모두 소송경제를 이유로 이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 다고 볼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경계

선상에 있는 상황에 관하여 살펴보자. 우선 국산품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

라 국산품사용의 유인요소만을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경우와, 국산품사용비율

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가. 유인요소(incentive)의 존재만으로 조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SCM협정 3.1(b)에 의하면 국산품의 사용과 보조금의 공여와는 조건성

(contingency)이 있어야 하는 바, 정부의 법령 기타 조치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국산품사용이 강제(require)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유도하
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인 경우에도 국산품의 사용과 보조금의 지급

이 조건적인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FSC 이행패널 사건에서 양 당사국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동 

사건에서 미국은 최종생산품의 구성 비중 시장가격의 50% 이상이 미국 외에

서 생산된 물품이나 미국 외의 직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물품의 판매로 인한 수입을 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에서 제외함

으로써 결국 조세감면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 다. 이에 대해 EC는 이러한 

미국의 FSC Replacement Act가 비록 명시적으로 국산품의 사용을 요구

(require)하고 있지 않고 단지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일 뿐이더라도 수입대체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다. EC에 의하면 

‘contingent’의 사전적인 의미는 ‘in preference to’에 가깝고 Canada-Auto사건에

서 항소기구도 “GATT Ⅲ와 마찬가지로 SCM협정 3.1(b)도 국산품의 사용을 
선호(favor)하는 조치를 다룬다”고 판시하 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생산비용과 조세 부담을 비교형량하면 생산자로서는 거의 대부분 국산품을 사

용할 필요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반드시 국산품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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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수입대체보조금에 해

당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11)

이에 대해, 미국은 동법이 이러한 요건을 명백히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반

드시 국산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금면제에 해당하는 50%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외국 자재와 외국 노동력을 이용하여 그 비용이 200불

이더라도 외국 브랜드 가치와 자본 투하비용등을 포함하면 시장가격이 450불
인 경우, 미국 물품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산 자재와 노동

비용은 시장가격의 50% 미만이다.12)― 시장에 미치는 조치가 미미하며(slight 

bias), 뿐만 아니라 ‘contingent ... over’의 사전적인 의미가 incentive까지 포함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Canada-Auto 사건에서도 GATT Ⅲ조나 SCM협정 

3.1(b)은 국산품의 사용을 요구(require)하는 것이라고 판단하 다고 주장하

다.13)

패널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패널은 동조치가 GATT 

Ⅲ:4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소송경제상 동 조치에 대해 다시 SCM협정의 규

정에 의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14) 패널이 이렇게 

소극적 입장을 취한 것은 결국 SCM협정 3.1(b)의 수입대체보조금이 되기 위

하여 요구되는 기준이 국산품 사용을 요구(require)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국산품 사용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incentive)만을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가 불
명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자의 기준을 채택할 때에는 수입대체보조금의 

11) Answer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o the questions of the panel, 
WT/DS108/RW(“EC's Answer”), Annex F-1(27 March 2001), p.F-8(Canada-Auto 항소기
구 결정문, para. 140을 인용).

12) First Written submission of the United States(7 February 2001), WT/DS108/RW, 
Annex A-2, p.A-96.

13) Answers of the United States to the Questions of the Panel, WT/DS108/RW 
(“U.S.'s Answer”), Annex F-3(27 March 2001), p.F-45.

14) FSC 사건에서 패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In light of our finding that the Act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Ⅲ:4 of the GATT 

1994 by reason of the “foreign articles/labor limitation” in respect of US-produced 
goods, we do not consider it necessary to also address the EC claim that the Act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3.1(b) of the SCM협정 Agreement by reason of the foreign 
articles/labor limitation in respect of US-produced goods,” United States-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European 
Communities, Report of the Panel, WT/DS108/RW4(2001. 8. 20),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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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 조문의 효용가치가 현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후자의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수입대체보조금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FSC사건은 이에 관한 일반적 판단을 내리기에 적당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FSC나 FSC Replacement Act는 거의 모든 수출관련 산업분

야에 적용되는 소득세관련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법에 따른 소득세 감
면혜택을 받기 위하여 어떤 산업에 대하여는 위 국산품사용이 요구(require)되

지만 다른 산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만 부여되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전혀 

국산품사용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느 한 산업이라도 국산품 사

용이 요구(require)되면 그것으로 조건성(contingency)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아

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간섭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다시 말하면 
SCM협정 3.1(b)에서 의도하는 조건성의 요건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아니냐

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사실상의 조건성(de facto contingency)도 유럽연합

이 문제삼는 조치가 구체적 보조금부여 조치가 아니라 위 법규 그 자체이었기 

때문에 위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적당한 기준이 아니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SCM협정 3.1(b)의 조건성 기준에 관한 해석은 향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패널판정례가 축적되면서 확립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 조건성 기준 해석에 관한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는 보조금협정 중 가장 중요한 금지보

조금의 한 유형인 수입대체보조금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향후 

구체적 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해결사례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도 패널들은 위와 같은 해석기준의 불명확성 때문에 

SCM협정 3.1(b)의 적용을 회피하고 GATT Ⅲ:4으로 도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 문제는 SCM협정 3.1(b)와 GATT 

Ⅲ:4의 관계, 그리고 그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조문의 관계와 적용범위에 관하여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

로 한다.

나. 최소 기준-de minimis rule

수입대체보조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de minimis rule이 존재하는가? 만일 A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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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국의 자동차 부속품 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산 자동차 바퀴의 조

임 나사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 생산업체에게 조세를 일정비율 감면

해 준다고 하자. 이때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1,000만 원이고 자동차 한 대에 

쓰이는 전체 나사못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면 나사못은 전체 가격의 0.01%

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은 SCM협정 3.1(b) 위반인가? 이는 

결국 국산품 사용의 조건에 양적인 최소기준이 존재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FSC사건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미국이 미국 외에서 생산된 

국산품 자재나 직접 노동력을 50%이하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면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이 

70%, 자본투하비용이 20%, 미국물품이 0.1%, 외국물품이 9.9%의 비율로 사용

된다면 이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면제로 인해 미국 

물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효과는 0.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동 사건에서 
미국은 직접 de minimis 조건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소한 향

(slight bias)이나 incentive만으로는 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

는 것이라고 하 으나,15) 사실상 이는 de minimis rule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서는 보조금 협정의 연혁과 목적을 다시 음미

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보조금 협정은 국내 정책 실현을 위한 정부
의 보조금지급을 자유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국가

간 협정의 산물이다. 그리고 보조금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미국, 일본 등과 

그 범위를 좁히고자 하는 한국, 브라질 등 개도국간의 협상의 결과로서 반

된 것이 바로 SCM협정이다. 그 구체적인 보조금의 허용 범위와 정의에 대해 

회원국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 지만, 최종적으로 명백히 규제의 대상으로 

합의된 것이 금지보조금으로 포섭되었고, 나머지는 조치가능, 허용 보조금으로 
규정하여 금지보조금보다는 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입대체보조금은 보조금 중에서도 가장 무역 왜곡적인 효과

가 큰 금지보조금의 범위에 드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할 필

요가 있다. SCM협정 3.1(b)에 따르면 기업이 수입물품보다 국산물품을 사용하

도록 조건성을 부과하는 보조금은 금지된다. 문면상으로 보더라도 이에는 아

무런 양적 요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협정 문언상으로 최소허용한도를 

15) Answers of the United States, supra note 13, p.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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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WTO 반덤핑 협정에 의

하면 덤핑 마진의 크기가 최소허용한도(de minimis)이거나 덤핑수입품의 수량

이 무시할만한 수량인 경우 즉시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그 최소허용한도란 

수출가격의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를 말하고, 무시할만

한 경우란 특정국가로부터의 덤핑수입량이 수입국 내 동종상품의 총수입량의 

3% 미만인 경우와 수입국내 동종상품 수입량의 3% 미만인 국가들의 수입량
의 합계가 수입국내 동종상품 총수입량의 7%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16)

만일 수입대체보조금에 de minimis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반덤

핑 협정에서와 같이 그 최소허용한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요건이 이론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동조의 

연혁상 보조금 중에서도 금지보조금은 확실히 규제하고자 하여 별도로 규정하

게 된 것이며, 이의 최소허용기준에 관한 논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혹자는 미미한 국내물품의 사용에 대한 수입대체보조금까지도 모두 규율하

게 된다면 정부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이는 주권의 간섭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물품 안에서의 국산품비율이 아니라 그 총 판매액에 초점을 맞추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맨 위에서 든 자동차 바퀴의 예에서 조임 나사못은 

자동차 가격의 0.01%에 불과하지만, 그 구성비율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1년
간 판매되는 자동차가 200만 대라고 하면 나사못 판매로 인한 수입은 20억에 

달한다. 그리고 아무리 국내물품 사용 비율이 높다고 해도 그 판매 실적이 작

다면 수입과 보조금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작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비율의 미미함만으로 보조금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수입대체보조금이 조세감면의 형태로 자동차 생산자에게 지

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혜택(benefit)은 나사못 생산자에게 돌아간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국산품사용으로 인하여 매출증가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간접보조금(indirect subsidy)의 한 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나사

못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최

소기준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즉, 구성부품에 대한 보조금 

(input subsidy)의 문제로 파악하는 경우에 최소기준이란 수입대체보조금에서 

16)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rtic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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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될 여지가 없다. 물론 이는 구체적 분쟁에서 제소국이 완성품 생산자와 

구성부품생산자중 누구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문제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견해는 수입대체보조금에 최소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연 SCM협정상 수입대체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전체 구성부품의 0.01%에 해당하는 국산품 사용까지도 
금지보조금으로 포섭되기를 UR협상국들이 의도하 을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이유에서도 이번 도하 협상에서 

SCM협정 3.1(b)의 규정 명확화 차원에서 최소기준 문제를 논의할 가치가 있

다고 본다. 특히 SCM협정에 항상 비교되는 반덤핑 협정에서는 위와 같은 최

소기준이 정면으로 인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Ⅳ. GATT Ⅲ:4와 SCM협정 3.1(b)와의 관계

1. GATT Ⅲ:4의 내국민대우원칙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란 내국세나 국내규제와 관련하여 수입상품을 국내상

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정부규제가 관세에 버금가는 보호주의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

안하여 규정된 원칙인 바, 다른 GATT상의 의무와는 달리 가입국 정부가 국내

조치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고 국내정치문제와 쉽게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는 점에서 각국간의 심한 의견대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제Ⅲ:2와 제Ⅲ:4에 나타나 있다. 제Ⅲ:2에 의하면 어느 

한 체약국의 상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역 내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동종의 내국상품에 직,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의 모든 과징금

을 초과하는 내국세 및 기타의 내국과징금을 직․간접적으로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수입대체보조금 규정과 관련성을 갖는 것은 제Ⅲ:4이다. 동 조항은 ‘수입품

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수입, 수송, 배분, 사용에 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칙, 요건에 관하여 국내산업의 동종상품에 허용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

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Ⅲ:4와 관련하여, GATT 패널들은 동 항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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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예컨대, 후술하듯이 Italy-Discrimination Against Imported Agricultural 

Machinery 사건에서 패널은 이태리산 농기구를 구매한 농부에게 시장 이율 이

하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한 이태리 정부의 조치가 동조 위반이라고 판단하 다. 

패널은 “ 향을 미치는(affecting)”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직접적인 판매 등뿐

만 아니라 동등한 경쟁조건에 향을 미치는 조치 자체로 동조를 만족한다고 

보았던 것이다.17) 또한, 요건(requirement)의 의미도 확대해석되어 EEC-Regulation 
of Imports of Parts and Components 사건과 Canada- Administr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Act (FIRA) 사건에서 패널은 그 의미를 넓게 해석

한 바 있다. 나아가 SCM 3.1(b)와는 달리 GATT Ⅲ:4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패널이 국산품 사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도 역시 동 조항이 적용된다

는 점을 EC-Banana사건18)과 US-Section 337사건19)에서 명백히 한 바 있다.

2. GATT Ⅲ:4와 수입대체보조금

이처럼 GATT Ⅲ:4에 의하면 국내물품과 수입물품을 차별하는 정부의 조치

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의 조치가 보조

금 지급 형태를 취하고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GATT Ⅲ:4에는 보조금

협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동조의 규율범위에서 보조금은 제외된다는 등의 명시

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GATT 협정상 보조금과 직접 관련된 규정은 제XVI조밖에 없
었고 그나마 보조금의 의미와 “equitable share”를 해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

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반면 GATT의 내국민원칙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요건과 규율 범위가 가다듬어져 왔고 이에 대해서도 많

은 패널 결정들이 축적되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패널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

상에 의하여 보조금이 독립된 협정으로 규율되고 그 정의가 구체화되었음에도 

기존의 내국민원칙에 의한 판단에 의존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수입대체보조
금이나 이와 기능상 유사한 국산품 사용 우대조치와 관련하여 GATT Ⅲ:4 위

17) William Davey, Overview of the WTO and its Agreements in Handbook of 
WTO/GATT Dispute settlement, edited by Pierre Pescatore et al.(1995), p.58.

18) European Communities -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WT/DS27/AB/R, Report of the Appellate Body(1997. 9. 9).

19) United States-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Report of the Panel(1987. 
6. 17), Basic Instruments and Selected Documents(“BISD”) 36S/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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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판단한 GATT/WTO 결정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가. Italy-Discrimination Against Imported Agricultural

Machinery20)

본 사건에서 이태리 정부는 이태리에서 생산되는 농기구를 구입하는 일정한 

유형의 농부들에게 시장 이율 이하의 대출이라는 특수한 금융혜택의 형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 다. 이에 대해 이태리는 

보조금 지급은 농기구의 생산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지급되므로 차별적인 보조

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 고, 국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 다만, 패널은 이태리 정부가 지급하는 금융상의 이익이 이태리산 농기구에

만 제공되고 수입트랙터 등 수입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이태리의 

법률은 Ⅲ:4조상의 내국민 대우 원칙의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나. EEC-Regulation of Imports of Parts and Components21)

동 사건에서 패널은 일본 기업에 의해 설립된 EC내에서의 공장이 EC의 반

덤핑법에 의하여 수출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일본산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약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 다.

다. EEC-Measures on Animal Feed Proteins22)

1976. 3. 15. EEC 위원회는 정부기관이 과잉보유하고 있던 사료용 탈지분유

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료용 탈지분유에 

대한 강제구매를 규정하는 위원회 규칙을 채택하 다. 이 조치에 의하면 오일
시드, 건조사료, 혼합사료의 EEC내 국내 생산자 또는 수입자들은 조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탈지분유를 일정량 구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회원국 발행의 

단백질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공동농업정책상의 보

조금 지급을 허용하 다. 이에 대해 패널은 강제구입 조항은 제Ⅲ:1, Ⅲ:5 위

반이 단백질 증명서의 제출은 국내물품과 수입물품에 모두 적용되므로 Ⅲ:4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다.

20) GATT Doc. L/833(1958. 10. 23), BISD 7S/60.
21) BISD 37S/32.
22) BISD 25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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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anada-Administr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Act23)

캐나다는 외국인투자검토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가 허가대상이 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캐나다 국산부품을 사용하도록 계약상 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당한 차별(discriminatory 
requirement)로서 GATT Ⅲ:4, 5의 위반이라고 판단하 다.

마. EEC-Payments and Subsidies Paid To Processors and 

Producers of Oilseeds and Related Animal-feed Proteins24)

오일시드, 평지씨, 해바라기씨와 콩의 시장조직에 관계된 EEC 위원회 규칙
에는 위 시장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혼합된 가격체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오일시드의 가공업자에게 지불된 보조금이 일부는 오일시드의 가공

업자에게, 나머지는 생산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미국이 EEC를 상대

로 제소하 다. 패널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위 보조금이 오일시드 가공업자

에게 돌아가고 이는 역내 원산지 오일시드의 구입을 조건으로 이익을 발생하

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판단하 다.

바. EC-Banana25)

EC는 EC 이사회 규정과 후속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제3국산 또는 비전통 

ACP 국산 바나나를 수입하기 위한 허가의 일부를 EC 또는 전통 ACP 국가산 
바나나를 거래하는 중개업자에게 배정하도록 하 는바, 이는 자국산 바나나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사. US-FSC26)

위에서 설명한 FSC 사건에서, 이행패널은 일정한 비율의 국산품/국산 노동

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수출로 인한 수입을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에서 공제하는 미국의 세제가 제Ⅲ:4의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이라고 판시

23) BISD 30S/140.
24) BISD 37S/86.
25) supra note 18.
26) supra no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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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3. GATT Ⅲ:4와 SCM협정 3.1(b)와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GATT Ⅲ:4의 내국민대우원칙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경우는 따로 규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수입대체보조금의 지급

으로 인한 보조금협정 위반과 내국민대우원칙의 위반으로 인한 일반 GATT협

정 위반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자동차 사건27)에서도 인도네시

아는 SCM협정과 GATT Ⅲ:2 사이에 일반적인 충돌이 존재하므로 SCM협정만

이 이 분쟁의 유일한 적용법규라고 주장하 으나, 패널은 그러한 충돌은 존재

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 대해 GATT 제Ⅲ조를 적용하는 것이 SCM협정을 무용

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이처럼 보조금 협정의 수입대체보조금이 내국민대우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협상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다.28) 그리고 이에 부합하듯 GATT와 
WTO에서 수입대체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

국민대우원칙에 의하여 판단되어 왔다.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하여 FSC 사건에서는 패널이 양 당사국에게 수입대체

보조금과 내국민대우와의 관계에 대해 서면질의를 하 는바, EC는 수입대체보

조금이 내국민대우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협상 역사를 살펴보면 그에 

대한 금지는 과거 GATT Ⅲ:4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고, EEC-Measures on 
Animal Feed Proteins 사건에서도 수입대체보조금을 내국민대우원칙으로 판단

하 다고 답변하 다. 또한 EC는 GATT Ⅲ:4는 SCM협정 3.1(b)보다 범위가 

넓으며 Ⅲ:4의 조치는 보조금이 아닌 다른 조치를 포함할 수 있지만, 보조금의 

경우 Ⅲ:4의 위반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조치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하

다.29) 미국 역시 이러한 EC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다만 항소기구의 ‘contingent’

라는 의미 해석에 근거할 때, 보조금 협정상의 규정은 GATT Ⅲ:4보다 충족하
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고 있다.30)

27) supra note 8.
28) Terrence Stewart, supra note 5, p.889, note 470. 특히 GATT 협정 Ⅲ조 5항에 

의하면 특정한 수량이나 비율에 의한 상품의 혼합, 가공, 사용 등에 있어서 자국산의 
특정의 수량이나 비율을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의 수량이나 

비율을 국외의 공급원 사이에 할당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29) EC's Answer, p.F-14.



2003. 3.] WTO 보조금협정상 수입대체보조금과 GATT Ⅲ:4 17

패널은 이에 대해 명백한 판단을 하지 않고, GATT Ⅲ:4에 의해 미국 세제

의 위법성을 판단한 이상 수입대체보조금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

다고만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간접적으로나마 다

른 패널 판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Canada-Auto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먼저, 우리는 비록 다른 법적 용어와 

범위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GATT Ⅲ:4 역시 수입품보다 국산품의 사용을 선호
하도록 하는 조치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T 제Ⅲ조와 SCM협정 3.1(b)는 모두 국산품의 사용을 요구하는 조치에 적

용된다”31)고 판시하 다. 그리고 동 사건 패널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

다.32)

“동 패널은 보조금 협정 3.1(b)가 어떠한 의미에서 GATT Ⅲ:4와 동 조항의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그러나 3.1(b)조가 사실 그 자체

로(ipso facto) GATT Ⅲ:4와 범위가 같다고 보지는 않는다. 반대로, GATT 

Ⅲ:4가 ‘더 불리하지 않은 대우’와 국내 판매에 ‘ 향을 미치는’ 요건에 대해 규

정하고 있는 반면, 3.1(b)는 수입품보다 국산품의 사용을 선호하도록 하는 보조

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3.1(b)조에 동 조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문언 

해석에서 비롯되는 법적 원칙들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패널의 결정례들과 문면상 요건을 볼 때, SCM협정상의 수입대체보

조금은 GATT Ⅲ:4의 요건도 충족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33) SCM협정은 수입품보다 국산품을 사용하는데 조건성이 있는 

30) U.S.'s Answers, p.F-50
31) Canada-Auto, WT/DS139/AB/R,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para. 140.
32) Canada-Auto, WT/DS139/R, Report of the Panel, para. 10.215.
33)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WTO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

고 있다.
SCM협정: Import substitution subsidies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eol/e/wto04/wto4_30.htmArticle>
3.1(b) enshrines the prohibition on subsidization that is contingent upon a domestic 

content requirement. As such the provision reflects Article III of GATT 1947, i.e.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While GATT Article III.8(b) clarifies that the provision 
of subsidies exclusively to domestic producers, as such,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of Article III, GATT panels have foun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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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지급을 규율하는 것이고, GATT Ⅲ:4는 보조금을 포함한 국내 조치

로서 국산품과 수입품을 차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차별은 보조금 

협정과 같은 조건성을 요하지 않고 대신 경쟁관계에 향을 주는 차별적 대우

에 적용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GATT와는 달리 별도로 SCM 협정상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수입대체보조금이 기존 GATT상의 요건으로도 규율의 대상이 
된다면 별도로 SCM협정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양자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서 이에 대해 살펴본다.

4. 양자의 차이점

가. 요건상의 차이점

GATT Ⅲ:4에 의하면 ‘수입품의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수입, 

수송, 배분, 사용에 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칙, 요건에 관하여 국내산업의 

동종상품에 허용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한편, 

SCM협정 3.1(b)에 의하면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물

품 대신 국내물품의 사용에 대해 공여되는 보조금’은 금지된다.
각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와 같은 바, 전자는 보

조금을 포함한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규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와 

차이가 있다.

또한 수입품 대신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

하는 규정은 개발도상국 특별규정상 WTO 협정의 발표일로부터 5년의 기간동

안, 최빈개도국에 대하여서는 8년동안 적용되지 아니한다(SCM협정 제27조 제
2항).

나. 구제수단의 차이점

금지보조금으로 판정이 났을 경우, 패널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에게 지
체없이 보조금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패널은 이 경우에 이행기간을 

provision of subsidies contingent on use of domestic over imported goods does violate 
tha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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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여야 한다(SCM협정 제4.7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소국은 적절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SCM협정 제4.10조). 또한 분쟁해결절차의 그 시한에 

있어서도 통상의 DSU 분쟁해결절차에 비하여 훨씬 급행절차로 진행된다. 물

론 금지보조금에 대하여는 제소국이 상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으로 판정이 났을 경우, DSB는 당해 조치를 

동 의무에 합치되게끔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DSU 19.1), 일정한 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상 또는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이는 권고

안이 합리적인 이행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며, 보상은 자발적이어야 한다(DSU 제22조 제1항). 만일 패소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협정위반으로 판정된 조치를 동 법정에 합치시키거나 다

른 방법으로 이행하지 못하면 패소당사국은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종료 이전에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하

고(동조 제2항), 합리적인 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허 기타 의무를 정지하는 보복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이는 상대국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

준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동조 제4항). 이러한 보복조치는 해결책이 제시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만 적용된다.

결국 구제수단을 비교해보면, 금지보조금인 수입대체보조금에 대하여는 훨
씬 강력하고 신속한 구제수단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금지보조금은 다

른 대체적 이행방법 ―보상 등― 이 인정되지 않고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보복조치도 “적절한 조치”이면 되지, 그 내용이나 정도가 반드시 이익 무효와 

침해의 정도에 상응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특히 분쟁해결절차의 시한을 

비교해보면, 수입대체보조금의 경우 SCM 협정상 패널에 의해 당해 조치의 위

법성을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7-10개월 정도이다. 그러나 일반 GATT 
협정상의 내국민 원칙에 의해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12-18개월 정도로 SCM협정에 의한 기간보다 약 2배정도 길다.

Ⅴ. 맺음말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보조금 협정상의 수입대체금지보조금에 해당하

는 경우 이는 GATT III:4의 내국민대우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으나, 어느 쪽으



張 勝 和․趙 璘 英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1호 : 1∼2320

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이행조치 및 구제절차에 있어서는 상

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소국 측에서 두 조항을 모두 문

제삼은 경우 패널입장에서는 기존의 패널과 같이 내국민대우원칙 위반만을 판

단하고, 소송경제를 이유로 하여 수입대체보조금인지 여부의 판단을 생략하는 

것도 무방할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제소국이 구제수단 측면에서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패널이 나서서 차단해 버

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송경제에 입각한 패널의 판단이 잘못이

라고 해서 항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항소기구가 패널의 입장이 틀렸다

고 판단하면, 이를 다시 패널에 파기 환송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결국 수입대

체보조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패널이 소

송경제를 이유로 든 이상 패널단계에서 수입대체보조금에 관하여 충분한 판단

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완전히 확보해 놓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한 패널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항소기구는 이에 관한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 바로 앞서 지적하고 분석한 SCM협

정 3.1(b)의 조건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즉, 국산품사용의 

인센티브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나, 국산부품 구성비율이나 가치가 완성품의 

가치에 아주 미미한 부분만을 차지하는 경우까지도 수입대체보조금 요건을 충

족시키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은 자꾸 일반조항으로

서 그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GATT Ⅲ:4로 도피해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소국이 SCM협정 3.1(b)만을 

법적 근거로 주장하고 GATT Ⅲ:4에 기한 법적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패널로

서는 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제소국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GATT Ⅲ:4에 기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
험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수입대체보조금 규정이 사문화되는 것을 막고 이

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는 SCM협정 3.1(b)의 해석에 관한 기준

의 불명확성으로부터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번 도하 협상에서 위 조

항의 기준을 명확화/개선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즉, 앞서 지적한 문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나누어 그에 적합한 SCM협정 3.1(b)의 해석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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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회원국의 해석에 관한 결정 (interpretative decision) 형식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해석기준의 방향은 앞서 필자가 제시한 분석내용을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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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Substitution Subsidies under the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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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ost frequently litigated provision of the WTO Agreements is 

Article 3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greement”). Article 3 of the SCM Agreement prohibits export subsidies and 

import substitution subsidies. In contrast with export subsidies, import 

substitution subsidies have not been successfully invoked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is paper examines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e virtually dormant provision, and demonstrates how this problem can be 

addressed.

In a few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complainants actually invoked 

Article 3:1(b) that prohibits import substitution subsidies. The United States ―  

Foreign Sales Corporation case is an example. Nonetheless, nether parties 

actively argued on Article 3:1(b), and the panel did not address this issue, 
relying on the judicial economy. Instead, the panel resolved the same issue on 

the basis of Article Ⅲ:4 of the GATT.

In the authors' view, this is due to the lack of clarity in the substantive 

standards determining the contingency requirement under Article 3:1(b) of the 

SCM Agreement. In contrast, Article Ⅲ:4 of the GATT has relatively clearer 

standards, and that is the reason why both the parties and the panel relied on 
the latter. This tendency, however, poses some systemic problems. First, two 

provisions have something in common, whereas both pursue different goals. In 

addition, the SCM Agreement provides for spe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for cases involving import substitution subsidies.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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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ing into the realm of Article Ⅲ:4 would probably make Article 3:1(b) 

redundant, which would clearly be against the intent of the drafters.

On the basis of the foregoing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Doha 

Trade Negotiation on Rules tackle this issue, and clarify the substantiv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contingency requirement under Article 3:1(b) of 

the SCM Agreement. The direction for the clarification is set forth in this 
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