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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보조금은 각 국가에서 정책목적상 자국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특

정 기업 또는 산업군에 부여되며, 이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의 존재는 국제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진

시장에 시시각각 변화를 초래하여 불공정한 무역왜곡현상을 낳는다. 이

러한 보조금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율하는 관점에서 WTO 보조금 협

정은 보조금의 유형을 각각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보조금 유형 중에서

‘수출보조금’은 금지보조금에 속한다. 금지보조금은 WTO 회원국간 공정

무역질서에 ‘피해(injury)’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어야 할 유

형으로 규정된다. 이는 타 유형의 보조금보다 엄격한 법 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자체로 ‘피해’가 간주됨에 따라 수출보조금의 판별 원칙은 상

대적으로 단순화된다.

이처럼 수출보조금은 엄격하게 규제되므로 직접적인 형태로 지급되

기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위장되어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 조

세 혜택을 통한 수출보조금 또한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을 구성한다. 이러

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국의 과세당국에 자신의 과세규칙을 결

정할 수 있는 주권 권한이 있음을 감안할 때 판별하기 어렵다. 특히 원

칙적으로 허용되는 조세조정에 속하는 관세조정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

다. 기본적으로 WTO 협정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되는 물품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 상품의 국경 이동에 따른

조정을 허용한다. 이러한 조정은 관세의 면제, 감면, 환급 및 이연 등을

일컫는 행위로 WTO 보조금 협정상 합법적인 조정으로 규정된다. 그러

나 부과된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의 조정이 발생한 경우엔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을 구성하게 된다. ‘초과’된 조정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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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법적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은 법적 구조

상 또는 사실상 수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초과된 금액은 수출보조금

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초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준이 되는 ‘규범

값’과 발생한 금액에 대한 ‘비교값’이 존재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WTO

보조금 협정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부속서 Ⅱ-Ⅲ에 관세조

정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문 체계상 상계관세 조사에 한정하

여 범위규정을 두고 있어 수출보조금 판별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존

재한다. 해당 조사규정 또한 “수출국의 상관행을 기반으로 수행”과 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인해 상계관세부과와 관련해서도 자의적

인 해석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관세조정 수출보조금의 판별과 이에 따

른 상계관세의 산정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수출물품에 투입된 수입재료 관세조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

이 쟁점이 되어 유럽연합과 파키스탄간 EU –PET (Pakistan) 사건이 발

생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패널과 상소기구 판정은 관세조정의 수출보

조금 판별 원칙이 ‘초과감면[면제]원칙(Excess-Remission principle)’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정은 상계관세의 조사와 관

련된 관세조정의 ‘초과금액’의 산출규정 부재에 대해 보조금 협정 제5부

의 조사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정하여 구체적인 수출보조금 판별 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당국에게 위임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

와 유사하게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에서는 인도의 조

치들과 관련하여 상계관세부과가 아닌 수출보조금 판별 자체가 주요 법

적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해당 사건 역시 수출보조금 판별에 있어 부속

서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관세조정의 수출보조금 판별을 위한 명확한 규정의 보완과 해석의 정립

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관세조정제도 중, 관세환급제도는 부속서Ⅰ-Ⅲ에 거쳐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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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의 산정에 대해 정상

적인 손모량의 허용과 동시에 대체환급제도를 허용하고 있어 관련 규정

해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이는 관세환급제도가 정액관세환급제도

(Fixed Duty Drawback)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통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실제 수입한 원재료가 없어 납부한 관세가 없는

수출자가 평균적인 비율로 환급받도록 규정한 정액관세환급제도를 통해,

수출실적만으로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

로 ‘간접적인 수출보조금 지급’과 ‘관세환급제도를 통한 초과환급금의 지

급’은 수출자가 받는 보조금 혜택이란 점에서 동일한 성격의 수출보조금

을 구성하나, 관련 조문의 구체성 부족으로 인해 관세환급제도를 통한

수출보조금을 묵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의 경우, 국내산업의 수출경쟁력에 지대한 영

향력을 미치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법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제도나

이와 유사한 관세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교토협약에서도 관세환

급제도는 권고사항으로 부속서로 규정되었으며 2003년 ‘국제통화기금’에

서는 개발도상국은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자본재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할 것과 정액환급제도의 허용에 대해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관세

환급제도는 과거보다 현재에 더욱 문제시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광범위

한 지역무역협정(RTA)의 체결로 인해 무역정세가 다변화된 현시점에서

본래의 관세환급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세율의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를 환급하여 이중으로 혜택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세환급제도는 국가

의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이다.

하지만 관세환급제도를 포함한 관세조정제도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상 실질적으로 수출보조금을 판별할 수 있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된 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세조정

제도와 관련한 WTO 보조금 협정상 수출보조금 판별원칙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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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 부속서 Ⅰ의 규정을 중점으로 공

통적인 수출보조금의 판별 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수출과 관련

된 관세조정의 수출보조금 판별 원칙에 관련된 규정인 부속서 Ⅰ-Ⅲ 규

정을 중점으로 논의한다. 이를 기반으로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에 있어

‘초과금지원칙’만이 수출보조금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나 이를

실질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함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

다. 관세조정에 대한 수출보조금 판별의 기준 부재에 따라 결국 이는 외

국의 조사당국에 의해 위임된다. 관세조정제도는 조세체계의 복잡성과

상이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적정한 규정으로 보

완되어 수출보조금 판별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WTO

보조금 협정상 관세조정제도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협정상 관세

환급제도의 구체적 문제점 제시와 함께 규정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초과금지원칙, WTO 보조금 협정 제3조, WTO 보조금 협

정 부속서 Ⅰ-Ⅲ, 금지보조금, 수출보조금, 관세환급제도, 관세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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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WTO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WTO 회원국은

WTO 협정상 의무를 적합하게 준수할 의무가 존재한다.1) 이에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WTO 보조금 협정’)2)에 따라 규제대상

보조금은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되거나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

며 제재조치를 받는다. 그러나 WTO 보조금 협정은 일반적으로 포함되

는 협상 근거와 목적이 서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협정의 목표

가 무엇인지 애초에 불명확하였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차별

적인 조치는 관세 양허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보조금의 긍정적

인 측면도 있으므로 보조금을 모두 금지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3) 그

가운데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변화시켜 상당한 정도로 수출을

1) WTO 설립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제16조(기타조항) 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각 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부속협정에 규정된 각 나라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한다.
2)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Ma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 1A, 1867 U.N.T.S. 14.).
3) Mavroidis, Petros C. 『Subsidies,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MIT, 

(2016), pp.185-186, 이는 후에 WTO 판례에 의해 Brazil- Aircraft 사건에서 WTO 보
조금 협정의 목적은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에 대해 “다자간 규율을 부과”하는 것이
라고 판시한 사항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소기구 판정인 US-Lumber CVD 사건에 의
해 보조금 및 상계 조치의 부과와 관련된 GATT 규율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특정 
조건에서 그러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판시된 
바 있다. Bagwell, Kyle, George A. Bermann, and Petros C. Mavroidis.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Edited by Kyle W. 
Bagwell, George A. Bermann, Petros C. Mavroidis, (2010),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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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거나 수입을 억제하는 등의 불공정한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하는 보

조금의 경우,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여 타국의 경쟁산업이나 기업에 피

해를 주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엄격한 규제대상으로 삼았다.4) 이처럼

WTO 보조금 협정에서는 보조금의 유형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es),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e)으로 나누어 세가지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유형에 따라 규정 범위 및 조치가 상이하다. 그 가운데 수출보

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에 해당되

어 엄격하게 규제되며 그 자체로 철회되어야 한다.5)

수출보조금의 경우, 타 유형의 보조금과 비교하여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수출보조금이 직접적으로 국가간 ‘제로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

며 결과적으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제한

한 것이다.6) 따라서 수출보조금의 판별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관련

된 조문의 해석 사항이 다수 분쟁의 주요 쟁점 사항이 되고 있다.7) 이러

한 수출보조금은 직접적인 형태로 지급되기보다 위장된 형태로 은폐되어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 WTO 보조금 협정은 국가간 형성된 공통적인 보

조금 범위를 규정하여 비차별적인 보조금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나, 법적인 청구와 요청에 따라 협정에 의해 완전하게 다뤄지지 않

4) 김대순·김민서, 『WTO法論』, 삼영사, (2016), p.140.
5) WTO 보조금 협정 제4.7조. 
6) Coppens, Dominic, 『WTO Discipline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Balancing Policy Space and Legal Constraints』, (2014), pp.539-540. 
독과점 시장에서 수출국은 이에 대응하여 수출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복지를 극대화하
고 보조금 전쟁을 시작한다. 정부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고 보조금 전쟁을 
시작한다. 비협조적 균형(Nash equilibrium)에서 이러한 보조금 전쟁은 모든 수출국
이 수출을 보조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할 수 있지만 보조금 축소 합의를 체결하면 
더 낫다. 실제로 보조금 전쟁은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수출국의 무역 조건을 
악화시키고 서로의 보조금을 취소함으로써 수출국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는 ‘제
로섬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자가 매출을 잃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수출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범죄자의 딜레마) 수출국들 사이에서 다
자간 규율 초안을 마련한 중요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7) Andrew Green and Michael Treblicock, “The Enduring Problem of World 
Trade Organization Export Subsidies Rules”, (2010),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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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조금의 유형들이 등장하며 이는 국제무역의 복잡성과 불완전성을

배가시킨다.8) 따라서 보조금을 식별할 수 없도록 위장하여 간접적인 형

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계도 높아

지고 있다.9) 이처럼 간접적인 보조금 유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을 식별하기 쉽지 않으며 보조금을 판별하기 위해 WTO 보조금

협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조세 혜택을 통해

지급되는 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장된 보조금을 식별해내기 어렵다. 그 중, 수출물품에 부과된

조세에 대한 조정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는 GATT 규정(GATT

제Ⅲ조 제2항) 및 WTO 협정에 의해 최종상품이 수출될 경우 최종상품

에 “물리적으로 결합된(physically incorporated)” 수입재료에 부과된 세

금에 대한 국경세 조정이 허용되었다.10) 이러한 조정은 수입시점에 물품

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았음을 근거

로 조정되는 것이다. 수입재료에 부과된 조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여 국

내 세제 수입을 확충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해당 수입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기

업에게 전가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

8) Singh, Gurwinder, 『Subsidies in the Context of the WTO's Free Trade System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First ed, (2017), p.38.

9) 이재민,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경인문화사, (2008), 
pp.8-10.;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경계는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0년 1월 14일 
미‧일‧EU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WTO 보조금 협정을 산업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바탕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2020.1.14),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0/jan
uary/joint-statement-trilateral-meeting-trade-ministers-japan-united-states-a
nd-european-union (최종 검색 21.07.06).

10) OECD, 『The Political Economy of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OECD 
Publishing, Paris, (2006), pp.92-100. 이는 두 구조로서 첫 번째는 “유사물품(like 
product)”과 “직접적으로 경쟁이나 대체재인 물품”에 대해 국경세 조정을 허용한다.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수입재료에 대해서는 1970년 GATT 작업반 보고서에서 결
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세금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은폐된 
조세(taxes occultes)로서 자본재 및 운송과 관련된 재료와 서비스, 광고, 에너지, 기
계 등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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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국가로서 자국의 기업에 전가되는 세금은

전체 산업구조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 협정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물품에 부과된 조세에 대한 조정은 허용된다.

조세의 유형 중에서도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지대한 경제적 영향

력을 미치는 조세가 관세이다.11) 관세(tariff)란 국경간 부과되는 내국세

로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12) 소비세와 마

찬가지로 수입품 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가세가 일반적이다. 관세의 부과는 무역을 제한하는 가장 기

본적이고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율을 통해 통상관계를 규율하며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작용해 왔다.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조정은 각

국가의 산업구조에 맞추어 면제, 감면, 환급, 또는 이연 등 각기 다른 형

태를 보인다. 이러한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

은 GATT 부속서 제16조와 각주Ⅰ과 부속서 Ⅰ, Ⅱ, Ⅲ을 통해 허용범

위를 규정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세 규칙과 그 규칙의 예외는 국내

조세 시스템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보조금을 판별하기 어렵다.13)

최근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에 대해 광범위한 WTO 제소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은 문제점을 직시하게 한다. 그 예로 당사국간 관세조정

에 대한 WTO 보조금 협정 해석의 괴리로 인해, EU — PET

(Pakistan) 사건14)이 발생하였다. 이는 파키스탄과 유럽연합이 WTO 보

11) Trebilcock, M. J. and Robert Howse,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1995), pp.73-75.

12)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극히 적으며 무역정책 상의 지위
는 수입세에 비해 극히 낮다. 본 논문에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수입세에 대한 관세
조정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13) United States - 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 
WT/108/R/AB,[14 January 2002, US – FSC (Article 21.5 – EC)(AB)], para.91 
참조.

14) European Union — 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Polyethylene 
Terephthalate from Pakistan, WT/DS486/R[6 July 2017, ‘EU - PET (Pakistan) 
(Panel)], WT/DS486/AB[25 May 2018, EU - PET (Pakistan)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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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협정상 관세조정에 대해 각기 달리 해석하여 유럽연합이 파키스탄

의 관세감면[면제]제도인 MBS 제도에 따른 전체 감면[면제]금을 보조금

으로 판단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이 분쟁의 시발점이 된 사례이다.

또한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15)에서는 인도의 조세조

정 특혜조치들에 대한 수출보조금 판별 그 자체가 법적 쟁점이 되었다.

이처럼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은 발생한 범위보다 초과조정 될 경우, 수

입을 억제시키고 수출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어 국가간 첨예한 분쟁이 발

생한다.

WTO 보조금 협정은 협정문 전체에 이르러, 수출과 관련된 관세조

정은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지급액은 보조금조차 구성하지 않

으나, 초과조정금액은 가장 엄격히 금지되는 수출보조금이라고 규정하여

양극단의 법적 결과를 낳는다.16) 그러나 정작 ‘초과’를 판별하기 위한 실

질적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에 부재하다. 보조금 협정과 유사하게 금

액적 요소로 비교하여 덤핑을 판정하는 WTO 반덤핑 협정의 경우 수출

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한 ‘규범값’과 ‘비교값’이 존재한다.17) 이처럼

관세조정과 관련된 수출보조금을 판별하고 초과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

해서는 ‘규범값’과 ‘비교값’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나 보

조금 협정에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초과’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

여야 하는지 조사당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서양 간 현

격한 문화적 상이성, 그리고 행정시스템의 발전의 차이로 인해 수출보조

금의 판별의 해석에 있어 ‘정확성’ 측면에 대한 문제점과 ‘형평성’의 문제

점을 초래한다.18)

15)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WT/DS541/R [31 October 2019,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16) Sherzod Shadikhodjaev, “Duty Drawback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Foes or Friends?”, J Int Economic Law, 16 (3): 587, (2013).

17)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rticle VI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제2.1조-제2.3조. 

18) 이재민, 앞의 책, pp.259-260. 금융 및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서구에서 발달한 제반 
기준이 국제적 기준으로 통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보조금 고찰에 있어 이를 획일
적으로 채택하여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비서구권 국가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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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정의 수출보조금 판별의 원칙이 ‘초과감면[면제]원칙(Excess

Remissions principle)’이라는 점은 EU — PET (Pakistan) 사건에서도

상소기구와 패널의 판정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19) 하지만 WTO 보조금

협정에 ‘초과’의 판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는 ‘수출보조금 판별’의 문제와 ‘수출보조금에 따른

상계관세 산정’의 문제로 나누어진다. 각각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데, 수출보조금의 판별은 WTO 보조금 협정문 체계상 제2부에 따라 판

별되어야 하며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규정은 제5부를 따르기 때문이

다.20) 구체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관세조정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 부

속서 Ⅱ-Ⅲ를 통해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부속서 Ⅱ-Ⅲ의

범위규정을 상계조사를 위해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협정문 체계상 수출보

조금의 판별 규정의 부재라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부속서 Ⅱ-Ⅲ의 조사

규정마저도 추상적인 규범으로 인해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과 관련한 상

계관세 부과 문제가 조사당국의 판단으로 위임된다. 결국, 수출보조금은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에 대한 입증 없이 피제소국에게 실질적인

입증책임이 전환되기 때문에 이는 분쟁의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다.21)

특히 관세환급제도는 WTO 보조금 협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이 존재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필요성이 크다. 관세환급제도는 타 관세

조정 유형보다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Ⅱ의 “수출에 소모된 투입재료의 정상적인 손모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손모량을 환급범위에 포함하며, 부속서 Ⅲ의 “수

입원재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국내 생산 원재료 간의 대체사용을 허

용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수입재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same

characteristic and quality)의 국내재료의 대체가 허용된다. 따라서 이에

있다.
19) European Union — 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Polyethylene 

Terephthalate from Pakistan, WT/DS486/R[6 July 2017, ‘EU - PET (Pakistan) 
(Panel)], WT/DS486/AB[25 May 2018, EU - PET (Pakistan) (AB)], para.5.139. 

20)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15. 
21) WTO 보조금 협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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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조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관세

환급제도 중 정액환급제도(Fixed Duty drawback Scheme)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수출물품별로

관세를 각각 산정하는 방법(이하 ‘개별환급제도’)과 전체 산업별로 일정

한 비율을 구하여 환급하는 방법(이하 ‘정액환급제도’)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정액환급제도는 개발도상국들이 행정적으로 개별 수출물품에 부과

된 관세환급액을 산출하고 관리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방

법론적으로 산업별 평균값으로 관세환급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물품에 대한 적정 관세환급금(규범값)을 산출해 낼 수 없다. 이에 따라,

WTO 보조금 협정에서는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초과환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작 ‘초과환급금’을 식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조정’에 있어 수출보조금의 판별의 구

체적인 규정보완과 국제적으로 통일된 명확한 해석의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WTO 보조금 협정은 수출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하기에 수출보조금

의 판별기준은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WTO 보조

금 협정의 수출보조금 판별에 대한 일반 원칙을 밝히고, 관세조정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해석하여 관련 조항의 법적 의미와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나아가 관세조정제도에 대해 수출보조금의 연관

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문

제점을 제기하고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관세조정제도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Ⅰ-Ⅲ의 규정을 구체

적으로 살펴 각 규정에 대한 해석을 도출한다. 해당 조문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일

반적인 해석 원칙을 탐구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관세조정제도 중 관세환급제도는

다수의 예외적 규정과 더불어 운영되는 현황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 보

완의 필요성이 크다.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보조금 협정상 ‘초과환급금’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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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각 규정되어야 함을 논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

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WTO 보조금 협정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기반으로 상품에 부

과된 조세에 대한 조정을 허용하나 허용되는 조세에 있어 ‘초과’되지 않

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용한다.22) 이에 상품에 부과된 조세인 간접세

및 관세조정에 관련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WTO 보조금

협정상 허용되는 조세조정 유형 가운데 ‘수출물품의 관세조정’에 관련한

수출보조금의 판별 원칙을 탐구한다. 비록 타 조세조정의 유형 또한 유

사한 문제점을 가지나 본 논문의 연구는 관세조정에 한정되어 전개된다.

이를 위해, 관세의 조정제도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 제3조에

규정된 수출보조금 및 부속서 Ⅰ, 부속서 Ⅱ, 부속서 Ⅲ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논의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제2장에서는 수출보조금의

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수출물품에 부과된 조세조정의 대상

과 범위에 대한 원칙을 탐구한다. 또한 관세조정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주요국의 관세환급

제도 운영현황을 검토한다. 이에 각국의 관세환급제도 법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관세환급제도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관세환급제도는 행정

시스템의 발전동향 및 필요성에 따라 국제적으로 크게 ‘개별환급제도’와

‘정액환급제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관세환급제도가 기본적으로 각국의

조세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를 분석한다. 이

를 기반으로 관세환급제도의 특성에 따른 수출보조금과의 관련성을 도출

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 부속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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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수출보조금을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수출보조

금의 일반적인 해석사항과 WTO 분쟁 사례를 검토한다. WTO 보조금

협정에 대한 해석을 중점으로 본 장은 비엔나협약 해석의 기본원칙에 기

반에 두어 ‘통상적 의미’ 도출을 위해 문맥(Context)에 대한 해석을 중심

으로 전개한다. 이를 토대로 수출보조금의 판별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해

석 원칙을 도출하고 구체적으로 제3장 제3절에서는 관세조정제도와 관련

된 WTO 보조금 협정 해석을 탐구한다. 수출보조금의 판별 원칙은 타

보조금 유형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화된다. 이에 관세조정제도에

대한 판별 원칙도 단순화되어 이를 실질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원칙이

‘초과’의 여부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수출보

조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원칙을 바탕으로 관세조정제도에 관해 규정

하는 조문을 검토한다. 이에 관세조정제도와 수출보조금을 동 협정의 체

계, 각 조문간 연결고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문이 의미하는 바를 탐구

하고자 한다. 또한, 수출보조금 및 관세 조정제도와 관련된 WTO 분쟁

사례를 통해 수출보조금 구성요건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WTO 판

정기구가 관세조정제도에 대해 보조금 협정에 부재한 조문에 대응하여

수출보조금을 판별하는 해석 원칙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WTO 보조금 협정상 관세조정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해

석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관세환급제도 조문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보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WTO 보조금 협정상 관세환급제도는 ‘수

출용 원재료’에 대한 ‘실제 투입된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금액보다 초과

된 환급금이 발생할 때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을 구성한다. ‘초과환급

금’의 해석에 있어서 관세환급제도는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두고있기 때

문에 해석상의 모호함이 발생한다. 또한 부속서 Ⅱ-Ⅲ의 조문의 체계로

인해 수출보조금 판별에 있어 범위규정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각국은 관세환급제도를 자국의 산업구조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나 수출

보조금 판별의 조사는 외국의 조사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

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제법의 원칙인 주권평등 원칙과 국내문제 불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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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고려할 때 특정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간섭할 수 없다. 하지만

WTO 보조금 협정상 관세조정의 초과발생에 대해 명백히 금지하나 그

에 대한 실질적인 판별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관세조정제도의 수출보

조금의 판별과 관련한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EU — PET

(Pakistan) 사건23)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된 ‘초과금지’ 원칙이 관세조정

제도에 있어 수출보조금 판별의 주요 원칙으로 확인된 바 있기에 더욱

이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관세환급제도는 지역무역협정(RTA)로 인해 국제 무역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한 현 상황에서 수출제품에 사용된 제3국의 원자재나 반가

공품에 대한 ‘교역전환(trade diversion)’ 또는 ‘교역왜곡(trade deflection)’

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무역왜곡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24) 결과적으

로,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WTO 보조금 협정은 불명확한 조문 규정들과

실질적인 규정 미비로 인해 국제분쟁을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상기

사유로 인해 WTO 보조금 협정상 관세환급제도의 수출보조금 판단과

그에 따른 보완 방향은 신중히 고찰되어야 한다. 이에 제3장에서 살펴본

보조금 협정의 해석방향과 WTO 분쟁의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을 통해

도출된 해석을 반영하여 ‘초과금지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비록 ‘초과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조세조정

에 있어 공통적인 원칙으로 적용되어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나, 본 논문

은 관세조정에 한정하여 조문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관세환급제

도를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또한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WTO 보조금 협

정상의 법적 검토를 토대로 일반적인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운용 현황을

23) European Union — 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Polyethylene 
Terephthalate from Pakistan, WT/DS486/R[6 July 2017, EU - PET (Pakistan) 
(Panel)], WT/DS486/AB[25 May 2018, EU - PET (Pakistan) (AB)] 

24) Sherzod Shadikhodjaev, “Duty Drawback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Foes or Friends?”, J Int Economic Law, 16 (3): 587, (2013) ; Christopher S. 
P. Magee. "Trade Creation, Trade Diversion, and the 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 Study of the European Community
–Turkey Customs Union.", Review of World Economics 152.2, (2016), 
pp.38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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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는 ‘수출국의 상관행을 기준’과 같이 포

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현재 조문이 자의적인 해석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WTO 보조금 협

정과 합치하는 관세조정 해석에 대해 탐구하며, 관세환급제도(Duty

drawback)에 대해 동 협정 각주 1, 제3조, 부속서 Ⅰ, Ⅱ, Ⅲ과 관련하여

수출보조금의 해석을 중점에 두고 전개한다. WTO 보조금 협정에서 수

출보조금을 해석할 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31조에 따라 조

문에 대한 해석 원칙인 통상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문맥(Context)’을

통한 조약 해석원칙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개된다. 더불어 WTO 패널

과 상소기구의 분쟁 판례 검토를 통해 수출보조금 및 관세조정제도와 관

련된 법적 검토대상을 확인하고, WTO 보조금 협정의 일관된 해석방향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조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막고, 관세환급제도와 관련된 WTO 보조금 협정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

점과 보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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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출과 관련된 조세조정과

관세환급제도 개관

제 1 절 수출과 관련되어 허용되는 조세조정의 범위

수출과 관련되어 허용되는 조세조정은 소비지국 과세원칙

(destination principle)에 근거하여, 국내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국내제품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에 대해 수출국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될

경우 국내에서 해당 제품이 소비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부과된 조세는 조

정된다.25) 상품이 수출될 경우, 이는 소비지국에서 소비되므로 상품에 기

존 부과된 조세 역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조세조정은 ‘은폐

된 조세’ 혜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26) GATT 제Ⅵ조, GATT 부

25) GATT Working Party Report, Border Tax Adjustments, L/3464, adopted 2 
December 1970, BISD 18S/97, para.4.

   4. For the purpose of its examination, the Working Party used the 
definition of border tax adjustments applied in the OECD. Thus, border 
tax adjustments were regarded "as any fiscal measures which put into 
effect, in whole or in part, the destination principle (i.e. which enable 
exported products to be relieved of some or all of the tax charged in the 
exporting country in respect of similar domestic products sold to 
consumers on the home market and which enable imported products sold 
to consumers to be charged with some or all of the tax charged in the 
importing country in respect of similar domestic products)". (이탤릭체; 필자 
강조).

26) Ibid, para.27. 직접세와 관련한 ‘은폐된 조세’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논의된 바 있다.

   27. The Working Party examined the problem of "taxes occultes." It also 
discussed, to a lesser extent, incentive measures that may be taken in 
the context of direct taxation. Some countries stated that the problem of 
direct tax incentives warranted some study. Some other members 
expressed the view that the latter problem did not fall within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Working Party. Furthermore, the adjustments in relation 



- 13 -

속서 제16조,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Ⅰ-

Ⅲ에 허용되는 조세조정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의 패널과 EU - PET

(Pakistan) 사건의 패널과 상소기구는 수출에 따른 조세조정에 대한 해

석과 관련하여 보조금 협정 각주 1의 ‘in accordance with’이라는 뜻에

대해 문맥에 따라 ‘in agreement’, ‘in conformity’, ‘in harmony’의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각주 1, 각주 주석, 부속서 Ⅰ-Ⅲ 규정 모두와 조화롭

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여 이에 대한 해석 원칙을 정립한 바 있

다.27) 따라서 해당 규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수출과 관련되어 허용되는

조세조정’의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조세’의 범위이며 두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조정’의 범위이다.

1. 조정이 허용되는 ‘조세’의 범위

GATT 규정 및 WTO 보조금 협정 규정을 살펴보면, 수출과 관련되

어 허용되는 조정은 모두 ‘상품’에 대한 것이다. 반면 ‘생산자’에게 부과

되는 직접세에 대해서는 조정이 허용하지 않는다.28) 이는 이중과세 방지

to selective excise taxes could be applied on certain products but not 
other related products in order to affect international trade. It was 
recognized that this c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General Agreement. (이
탤릭체; 필자 강조).

27)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Panel), WT/DS541/R, para.7.171, European 
Union — 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Polyethylene Terephthalate 
from Pakistan, WT/DS486/R[6 July 2017, ‘EU - PET (Pakistan) (Panel)], 
WT/DS486/AB[25 May 2018, EU - PET (Pakistan) (AB)] 

28) GATT Working Party Report, Border Tax Adjustments, L/3464, adopted 2 
December 1970, BISD 18S/97, paras.21-22, 이러한 조세조정과 관련한 배경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의 범위와 간접세만이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은 논
란이 존재하였다. 작업반은 조세의 구조적 차이 문제와 간접세와 직접세가 상품가격에 
어느 정도로 이전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임을 확인한 바 
있다. 

   21. In examining the possible effects of tax adjustments on international 
trade, a study has been made of the nature of indirect taxes and als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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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비지국에 대한 과세원칙을 기반으로 하여29) 수출과 관련되어 ‘상품’

에 부과된 조세에 대한 조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GATT 제Ⅵ조 제4항에

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4.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어떠한 

상품도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소비용인 때의 동종 상품이 부담하

는 관세 또는 조세로부터 동 상품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또는 이러한 

관세 또는 조세가 환불된다는 이유로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some extent of direct taxes, and their eligibility for adjustment. The 
question was raised by some members why only indirect taxes should be 
eligible for adjustment since the economic basis for such a clear 
distinction between indirect and direct taxes for adjustment purposes has 
not been demonstrated. Most delegations stated, however, that in their 
opinion such a distinction was already justified by the fact alone that 
indirect taxes by their very nature bear on internal consumption and 
were consequently lev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estination, in the 
country of consumption, while direct taxes - even assuming that they 
were partly passed on into prices - were borne by entrepreneurs' profits 
or personal income. On the other hand, some members stated that while 
forward shifting of selective excise taxes could take place under most 
circumstances according to micro-economic approach, forward shifting in 
the case of general consumption taxes was, according to macroeconomic 
approach, not possible unless one assumes either a sufficient increase in 
money supply or in velocity of money. Some further argued that market 
conditions including, for example, monopoly or imperfect competition, 
influenced the degree to which the shifting of taxes both direct and 
indirect could take place. Other members expressed their doubts about 
this thesis. They pointed out that forward shifting of indirect taxes is the 
rule and that in any cas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degree of 
forward shifting of these indirect taxes in the light of the economic 
conditions does not constitute a determining criterion for the application 
of tax adjustments.

   22. The Working Party recognized that the problem of structural 
differences in taxation and the question as to what extent indirect taxes 
and direct taxes were shifted into commodity prices was full of difficulty 
and of a very complex nature...(중략), (이탤릭체; 필자 강조).

29) 이천기, “탄소국경세조정의 WTO협정 합치성 연구”, 고려대학교, (2017), pp.81-82. 
재인용, Paul Demaret, Raoul Stewardson, supra note 60, p.6.; Felicity Deane, 
supra note 80, pp.178-179. 



- 15 -

또한 GATT 1994 제16조의 부속서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

다.

“AD.16. 국내소비를 위한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가 

수출산품에는 면제되거나 관세 또는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환불을 받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하

지 아니한다.”

또한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각주 1.30) 1994년도 GATT 제16조(제16조 주석)의 규정 및 이 협정

의 부속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소비년도의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필자 밑줄 강조]  

구체적으로 WTO 보조금 협정은 부속서 Ⅰ을 통해 보조금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으며 각주 58을 통해 조세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제

시한다. 이에 따르면,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수입과징금으로 구성되며

부속서 Ⅰ의 규정으로 보아,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와 수입과징금

은 ‘조정’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WTO 보조금 협정은

‘수입과징금’의 범위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련의 세금을 모두 포함하

30)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에서는 조세의 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VI of GATT 1994 (Note to 
Article XVI) and the provisions of Annexes I through III of this 
Agreement, the exemption of an exported product from duties or taxes 
borne by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domestic consumption, or 
the remission of such duties or taxes in amounts not in excess of those 
which have accrued, shall not be deemed to be a subsidy.(이탤릭체;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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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세’, ‘조세’, ‘재정적 과징금’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는 점이다. 따라

서 WTO 보조금 협정의 ‘수입과징금’ 용어에는 관세가 포함된다.

[표 1] 조세의 정의와 조정가능 여부

[각주 58의 정의와 부속서 Ⅰ규정에 근거하여 필자 작성]31)

31) [표 1]에 따른 WTO 보조금 협정 각주 58의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term "direct taxes" shall mean 
taxes on wages, profits, interests, rents, royalties, and all other forms of 
income, and taxes on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The term "import 
charges" shall mean tariff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not elsewhere 
enumerated in this note that are levied on imports; The term "indirect 
taxes" shall mean sales, excise, turnover, value added, franchise, stamp, 
transfer, inventory and equipment taxes, border taxes and all taxes other 
than direct taxes and import charges; "Prior-stage" indirect taxes are 
those levied on goods or services used directly or indirectly in making 
the product; "Cumulative" indirect taxes are multi-staged taxes levied 
where there is no mechanism for subsequent crediting of the tax if the 
goods or services subject to tax at one stage of production are used in a 
succeeding stage of production; "Remission" of taxes includes the refund 
or rebate of taxes; "Remission or drawback" includes the full or partial 
exemption or deferral of import charges.(이탤릭체; 필자 강조).

조세의 유형 조세의 정의 조정 가능 여부

 직접세

임금, 이윤, 이자, 지대, 사용료 및 다른 

모든 형태의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동산 소유에 부과되는 조세

불가능

 간접세

판매, 소비, 매출, 부가가치, 면허, 인지, 

이전, 재고 및 설비에 대한 조세, 

국경세로서 직접세 및 수입과징금 

이외의 모든 조세

부과된 간접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부속서 Ⅰ (g)항

 수입과징금

관세, 조세 및 다른 재정적 

과징금으로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주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함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부속서 Ⅰ (i)항

 누적간접세

어떤 생산단계에서 과세된 상품 및 

서비스가 다음 생산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 기 과세분에 대한 공제제도가 

없는 다단계 조세

부과된 누적간접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부속서 Ⅰ (h)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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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Ⅰ에서 직접세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세의 이연마저도 적정한

이자의 징수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간접세와 수입과징금의 조정에 대

해서는 수출물품에 부과된 간접세와 수입과징금에 대해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제하거나 경감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허

용된다고 규정된다. 따라서 ‘수출과 관련되어 조정이 허용되는 조세’의

범위는 ‘상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누적 간접세를 포함한다)와 수입과징금

(관세를 포함한다)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이에 WTO 보조금 협정상

‘수입과징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관세’ 역시 조정가능한 조세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조세의 유형과 조정가능 여부

부속서 Ⅰ항 규정 단서조항 조정 가능 여부

e.산업적 또는 상업적 기업

이 지불한 또는 지불해야 할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 부과

금을 명시적으로 수출과 관

련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

로 면제, 경감 또는 유예하

는 것

조세 등의 유예가 예를 들어 

적절한 이자가 징수될 경우

에는 수출보조금에 해당 되

지 않음

직접세: 조정 불가능

(단, 이자 징수가 있

을 시 유예는 가능)

f.직접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

어 국내소비를 위한 생산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이상의, 

수출 또는 수출 실적과 직접 

관련된 특별공제의 허용

직접세: 조정 불가능

 g.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

되는 동종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를 초과하는 수출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간접

세의 면제 또는 경감

간접세: 부과된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h.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되

는 동종 상품의 생산에 사용

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

되는 동종의 전단계 누적간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

입요소에 (폐기물을 정상적

으로 참작하여) 전단계 누적

간접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누적 간접세: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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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Ⅰ 규정에 근거하여 필자 작성]

또한 이들 ‘조세’에 대한 구분은 다시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다.32) ‘수출물품 자체에 부과되는 조세’와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부

과되는 조세’이다. 해당 조세에는 간접세, 누적 간접세, 수입과징금(관세)

가 포함된다. 나아가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부과되는 조세 유형은

다시 두가지로 분류된다. ‘수출물품에 투입된 국내재료에 대한 조세’와

‘수출물품에 투입된 수입재료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수출물품에 대해 국

내재료만이 투입될 경우, 엄밀히 말해 해당 국내재료에 부과된 수입과징

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나, 재료의 투입에 대해 동일한 품질과 특성

의 국내재료와 수입재료를 대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관세환급에

32) 이는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Ⅰ-Ⅲ의 규정을 바탕으로 분석한 바를 기준으로 분류
한 것이다.

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

예를 초과하는, 수출품의 생

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

스에 대한 전단계 누적간접

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

국내소비를 위해 판매된 동

종 상품에 대하여 전단계 누

적간접세가 면제, 경감 또는 

유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제, 경

감 또는 유예될 수 있음

 i.수출 상품의 생산에 소비

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

작하여) 수입 투입요소에 부

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

급 

특수한 경우 기업은 수입 투

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 

동일한 성격의 국내시장 투

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

에 이루어지면 이 규정의 혜

택을 받을 수 있음

수입과징금: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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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국내재료에 대해서도 수입재료로 간주되

어 수입과징금의 환급이 허용된다.33)

[표 3] 조세의 유형과 부과된 조세의 종류

[WTO 보조금 협정을 해석하여 필자 작성]

2. 허용되는 ‘조정’의 범위

GATT 제Ⅵ조 제4항에서는 ‘조정’의 범위를 ‘면제’와 ‘환불’로 규정하

고 있고, GATT 1994 제16조의 부속서 규정에서도 조정의 범위를 ‘면제’

와 ‘환불’로 규정한다.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에서는 ‘조정’의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조정의 범위를 ‘면제’와 ‘경감’으로 규정

하며 ‘경감’에는 조세의 ‘환불’ 또는 ‘할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보조금 협정 각주 1의 규정에 따라, 부속서 Ⅰ-Ⅲ의 규정과 합치되게 해

석되어야 하므로 포괄적으로 해석하자면, 수출과 관련되어 허용되는 간

접세와 수입과징금 조정의 범위는 보다 세부적으로 네가지로 나눌 수 있

다. ① 면제(exemption), ② 감면(remission), ③ 환급(drawback), ④ 이

연(deferral)이다. 부속서 Ⅰ의 (g)항 및 (i)항에는 각각 간접세와 수입과

징금의 조정범위를 예시하고 ‘이연’에 대한 조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반

면 (h)항에는 누적간접세의 조정에 대해 ‘이연’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따

라서 ‘이연’이 조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조문들간 형평

33)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Ⅲ.

조세의 유형 부과된 조세의 종류

 수출물품에 부과된 조세
간접세, 누적간접세, 

수입과징금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부과된 조세 

국내재료에 부과되는 조세 간접세, 누적간접세

수입재료에 부과되는 조세 수입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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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한다면 네가지의 범위에 있어 다음의 ‘조정’이 허용된다고 유추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의 범위는 다만, ‘발생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 금액의 정확한

산정과 세금의 양도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행정시스템의 구비

가 필요할 것이다.

[표 4] 조세와 관련된 수출보조금 구성범위

부속서 Ⅰ항 

규정
대상 조세 조정 조치

수출보조금 

구성여부

(e)항

산업적 또는 상업적 

기업이 지불한 또는 

지불해야 할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 부과금

명시적으로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경감 

또는 유예하는 것

구성

조세 등의 유예가 예를 

들어 적절한 이자가 

징수될 경우의 유예

구성하지 않음

(f)항 직접세 과세표준 산정

수출 또는 수출 실적과 

직접 관련된 특별공제의 

허용

구성

(g)항

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간접세

 초과하는 면제 또는 경감 구성

(h)항

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동종의 전단계 

누적간접세

초과되는 범위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
구성

면제 또는 경감에 있어 

폐기물의 정상적인 참작
구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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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Ⅰ의 규정을 해석하여 필자 작성]

‘수출과 관련되어 허용되는 조세의 범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조세

의 범위에는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간접세, 누적

간접세, 수입과징금(관세가 포함된다)을 그 대상으로 하며, 조정의 범위

에는 ① 면제(exemption), ② 감면(remission), ③ 환급(drawback), ④ 이

연(deferral)을 그 대상으로 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의 환급은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된 관세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허용되

므로 초과하지 않는 환급은 허용되는 것이다.

제 2 절 주요국의 관세환급제도

수출보조금의 금지체제에서 일부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자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출을 통한 성장을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

으로 삼았다. WTO 체제하에서 관세환급제도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BTA))과 더불어 허용되는 조세의

조정 범위에 해당하여 각국의 수출장려책으로 활용되었고, 이에 따라 관

세환급제도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국가의 수출경쟁력 증진과 결부지

어져 수출촉진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34) 이는 제조업체가 해당

34)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장려책으로 유의미하게 경제학적으로도 효과적이다. 한국은 그 중
에서도 관세환급제도와 경제성장률의 인과관계가 높은 나라이다. J.S. Mah, “Journal 
of Asian Economics 18”, (2007), pp.967–973.

(i)항

수출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수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

초과되는 범위의

경감 또는 환급
구성

경감(면제, 감면) 또는 

환급에 있어 폐기물의 

정상적인 참작

구성하지 않음

환급에 있어 

대체환급제도의 적용

(특정요건하의)

구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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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소비를 위해 제조하지 않으며 가공 후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이론에 기초한다.35) WTO 무역정책검

토에서, Michalopoulos는 1999년 베넹(Benin),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관세환급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출과 관련된 관세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36)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관세환급제도가 보조금에 해당하는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매듭지어진 바

있다.37) 그 후에 WTO 보조금 협정에서 관세환급제도를 통한 관세조정

을 허용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의 교토협약에서는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권고절차에 따라 각국

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관세환급제

도의 보편성에 힘입어 세계관세기구(WCO) 역시 1973년 교토협약 및

1999년 6월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에서는 관세환급

제도를 권고적으로 허용하였다.38)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인「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교토

협약’)의 특별부속서에서는 관세환급을 정의하고 있는데, 관세환급의 의

미를 관세환급절차 아래에서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및 조세 등을 되돌

려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9) 또한 관세환급절차에 대해서는 “물품

35) Arevik Gnutzmann-Mkrtchyan, & Van Damme, “Expired Measures, Excess 
Duty Drawbacks and Causation: The Appellate Body Report in EU–PET 
(Pakistan)”, World Trade Review, 19(2), (2020); Ianchovichina, “Are Duty 
Drawbacks on Exports Worth the Hassl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Revue Canadienne d'économique 40(3), (2007), pp.881-913.

36) O. Cadot et al,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9”, (2003), pp.161–182.
37) 박민규, “한국 관세 환급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통상법률 102, (2011), 

p.43.
38) 개정교토협약은 일반 부속서에 대해서는 유보가 불가능하며 특별부속서에 대해서만 유

보가 가능하며, 개정의정서, 기존협약, 일반부속서 및 10개의 특별부속서로 구성되었
다. 관세환급제도는 부속서 Annex F에 규정되어 특별부속서로 규정되며 보세창고 면
세와 관련된 보세창고절차는 부속서명 Annex D와 관련되어 권고관행 제7조로서 규정
되어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경우 관세 등을 즉시 환
급하도록 하며, 권고관행 제9조로 내국세 등의 면제 및 환급대상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즉시 내국세를 면제 또는 환급하도록 한다.

39)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특별 부속서 F항 제3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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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출할 때, 물품에 부과된 수입 관세 및 세금, 또는 물품에 포함되거

나 생산에 소비된 자재에 대해 상환(전체 또는 부분)을 제공하는 관세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40) 관세환급의 조건으로는 수입 당시에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1) 또한 대체환급에 대해서는 동질물품에 대해

서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국내 또는 수입물품으로 규정42)하고 있어 개

정교토협약에서도 대체환급제도를 허용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

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1970년의 국경세 조정에 관한 GATT 작업반 보고서

의 경우 환급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복합물품의 경우 평균적인 환급률

에 기초한 면세금액이 허용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

식으로 국경세를 조정하는 국가는 조정의 이유, 사용한 방식, 그리고 면

제금액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43) 즉,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F Chapter 3 Drawback)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Drawback” means the amount of import duties and taxes repaid under 
the drawback procedure.(이탤릭체; 필자 강조).

40) Ibid, 관세환급제도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Customs procedure which, when goods are exported, provides for a 
repayment (total or partial) to be made in respect of the import duties 
and taxes charged on the goods, or on materials contained in them or 
consumed in their production.(이탤릭체; 필자 강조).

41) Ibid, 관세환급제도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Customs shall not withhold payment of drawback solely because, at 
the time of importation of the goods for home use, the importer did not 
state his intention of claiming drawback at exportation. Similarly, 
exportation shall not be mandatory when such a statement has been 
made at importation.(이탤릭체; 필자 강조).

42) Ibid, 관세환급제도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3./ F1 : “equivalent goods” means domestic or imported goods identical 
in description, quality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to those under the 
drawback procedure which they replace.(이탤릭체;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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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관세환급제도는 국가의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에 맞게 법체계를 갖

추어야 하며 초과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정액환급제도(Fixed Duty drawback Scheme)의 경우 개정교토협약에서

규정하기를, 정액환급에 대한 규정은 해당 부속서에 존재하지 않으며 정

액환급제도(Fixed Duty drawback Scheme)는 대체로 사용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44)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특히 개발도상국) 개별적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산출할 수 없는 정액환급제도(Fixed Duty drawback Scheme)를

운영한다. 이에 관세환급제도는 방법론적으로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

43) GATT Working Party Report, Border Tax Adjustments, L/3464, adopted 2 
December 1970, BISD 18S/97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경세 조정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16. The Working Party noted that there were some taxes which, while 

generally considered eligible for adjustment, presented a problem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some cases of calculating; exactly the amount of 
compensation. Examples of such difficulties were encountered in cascade 
taxes. For adjustment, countries operating cascade systems usually 
resorted to calculating average rates of rebate for categories of products 
rather than calculating the actual tax levied on a particular product. It 
was noted, however, that most cascade tax systems wore to be replaced 
by TVA systems, and that therefore the area in which such problems 
occured was diminishing. Other examples included composite goods 
which, on export, contained ingredients for which the Working Party 
agreed in principle it was administratively sensible and sufficiently 
accurate to rebate by average rates for a given class of goods.

   17. It was generally agreed that countries adjusting taxes should, at all 
times, be       prepared, if requested, to a count for the reasons for 
adjustment, for the methods used,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to furnish proof there of.(이탤릭체; 필자 강조).

44)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특별 부속서 F항 제4.1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비록 개정교토협약의 부속서의 경우, 회원국이 어떤 특정 부속문
서 또는 장을 수락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 권고규정과 제도의 표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1) No provision is made in the Annex for the payment of drawback at a 

flat rate, this being a practice which is not in common use. No minimum 
amount is specified below which a claim for drawback will not be 
accepted, this being a question which should be determined, if necessary, 
at national level.(이탤릭체;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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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45) 수출제품별로 투입된 재료에 대한 근거서

류를 제출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하 ‘개별환급제도’)과 정액

환급률을 활용하여 전체 산업별로 평균하여 일정률을 구하여 관세환급금

을 수출금액에 곱하여 산출하는 경우(이하 ‘정액환급제도’)이다. 전자의

경우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서류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개별물품별로 초과

환급금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시스템과 행정비용이 과다

하게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일정한 행정시스템을 갖춘 국가에 한해

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행정시스템이 상대적으

로 불완전한 경우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별로 일정률을 구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정함으로써

수출물품 개별적으로는 적정환급금을 산출할 수 없으며 방법론적으로

‘초과환급금’을 산출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환급제도는

복잡성과 상이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관세환급제도를 부속서 Ⅱ, Ⅲ의 조사규정에 명시된 ‘수출

국의 상관행’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한 공통된 규범이 없다면

관세조정에 대한 수출보조금 판별의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주체가 다름 아닌 외국 정부의 조사당국

이며 조세제도의 복잡성과 상이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관련 조문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이를 판별하는 것은 타당

성이 결여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46) 따라서 이를 검토하기 위해, 각국

의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잡성’과 ‘상이성’의 특성을 확인

한다.

45) “수출물품 자체에 대한 관세”와 “수출물품에 대한 투입재료에 대해 관세”를 조정하는 
관세환급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것은 “수출물품에 대한 투
입재료에 대한 관세”이다. 본 논문도 후자의 유형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46) 이재민, 앞의 책, pp.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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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국은 기본적으로 수입원재료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수출제품의 관

세조정과 관련하여, 관세환급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관세가 유예되는 자

유무역지역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Foreign-trade Zone)은 일반자유무역지역과 지정자유

무역지역으로 구분된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탄력세율(Inverted Tariff)

적용, 재수출(re-export)에 대한 무관세, 생산과정에 수반하는 소비 부분

에 대한 무관세, 관세유예(Duty Deferral)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47) 따

라서 수입물품의 관세 부과에 따른 관세수익 대비 관세환급금의 비중은

적으나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환급에 대해 19 USC § 1313조 및 19 CFR Part 191에서

규정한다. 이는 관세환급의 유형을 나누어 크게 ‘제조품환급

(Manufacturing Drawback)’과 ‘원상태환급 및 반납품환급

(Unused-merchandise Drawback, Rejected-merchandise Drawback)’으

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의 관세환급에

적용되는 ‘제조품 환급’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제조품 환급의 대상은 직

접 사용한 수입원재료(Articles made from imported merchandise)48)와

47) 원종학·마정화·정경화,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관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
구원, (2008), pp.41-43.

48) U.S.C §1313에서는 제조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운데 수입 원재료를 대상으로 한 관세
환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관 당국의 감시 하에 수출될 경우 또
는 멸실될 경우 환급대상이 된다.

   (a) Articles made from imported merchandise
   Upon the exportation or destruction under customs supervision of articles 

manufactured or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use of imported 
merchandise, provided that those articles have not been used prior to 
such exportation or destruction, an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under subsection 
(l) shall be refunded as drawback, except that duties shall not be so 
refunded upon the exportation or destruction of flour or by-products 
produced from imported wheat. Where two or more products resul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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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사용한 수입원재료(Substitution for drawback purpose)49)로 나누어

진다.

직접 사용한 수입원재료의 경우, 수입된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생산품의 수출이나 관세청에서 인정한 멸실에

관하여, 그 생산품에 사용된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금액은 환급된다. 반

면 대체 사용한 수입원재료의 경우, 관세가 과세된 수입원재료에 대해

수입원재료가 아닌 품목분류코드 8자리가 동일하다면(the same 8-digit

HTS subheading number)50) 동일한 품질과 특성물품으로 간주된다. 이

러한 재료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용되었다면, 그 수입원재료 등이 실

제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수출이나 멸실 시점에 그 사용액만큼 환급된

다. 대체품환급의 경우 제조자와 생산자, 그리고 수출자와 멸실자에게 허

the manipulation of imported merchandise, the drawback shall be 
distributed to the several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ir relative 
values at the time of separation.(이탤릭체; 필자 강조).

49) U.S.C §1313에서는 제조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운데 대체재료를 대상으로 한 관세환급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b) Substitution for drawback purposes
   (1) In general
   If imported duty-paid merchandise or merchandise classifiable under the 

same 8-digit HTS subheading number as such imported merchandise is 
used in the manufacture or production of articles within a period not to 
exceed 5 years from the date of importation of such imported 
merchandise, there shall be allowed upon the exportation, or destruction 
under customs supervision, of any such article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non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may actually have been used in 
the manufacture or production of the exported or destroyed articles, an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under subsection (l), but only if those articles have not 
been used prior to such exportation or destruction.(이탤릭체; 필자 강조).

50) HS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서 통
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가 국제 간에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1983
년에 제정하고 '88.1.1부터 시행 중인 HS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되어 국제적으로 동일
한 HS 기준(6단위)을 가지며 국가별로 추가적인 분류체계를 상정하며, 미국은 공통적
인 6자리 분류체계에 자국의 분류체계를 추가하여 8자리의 HTS 분류체계를 두고 있
다. https://dataweb.usitc.gov/tariff/database?form=MY01SV&OCID=MY01SV (미
국의 HS CODE 정보이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최종 방문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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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이에 따른 물품의 양도가 허용되어 양도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

보관된 사업기록에 의해 입증될 수 있으며 추가 양도 또는 제조 증명서

는 필요하지 않다.51) 한편 대체품환급은 구체적으로 품목분류코드 8자리

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소요부품명세서(Bill of materials and

formula defined, 이하 ‘BOM’)52)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화학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칙을 적용한다.53) 또한 관세환급에 대해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특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방향추출물, 수입소금, 육류처리용 수

입소금, 제트항공엔진, 선박건조용 원재료, 석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특정

요건과 특칙을 두어 관세환급을 규정한다.54)

또한 미국은 초과환급방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규정한

다. 수입자의 관세환급청구권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한 상품과 관련하여

개인이 청구한 관세, 세금 및 수수료 금액이나 수입자가 수입상품과 관

련하여 양수인에게 청구하도록 승인한 관세, 세금 및 수수료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관세환급을 허용하여 승인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55) 또한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및 세금, 그리고

51) U.S.C §1313에서는 대체품환급에 대해 다음을 요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C) Evidence of transfer
   Transfers of merchandise under subparagraph (A) and transfers of 

articles under subparagraph (B) may be evidenced by business records 
kept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and no additional certificates of 
transfer or manufacture shall be required. (이탤릭체; 필자 강조).

52) U.S.C §1313에서는 대체품환급과 관련하여 BOM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B) Bill of materials and formula defined
   In this paragraph, the terms "bill of materials" and "formula" mean 

records kept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that identify each 
component incorporated into a manufactured or produced article or that 
identify the quantity of each element, material, chemical, mixture, or 
other substance incorporated into a manufactured article.(이탤릭체; 필자 
강조).

53) 미국은 화학물품의 경우, 대체품환급의 범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코드 8자리 
이외에도 ‘sought chemical element’가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54) U.S.C §1313. Drawback and refunds (d)-(h).
55) U.S.C §1313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해 초과환급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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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99%에 대해서만 환급을 허용한다.56) 한편 특정 FTA와 관련한

관세환급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57)

미국의 관세환급방법은 물품군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며, 이와 관련

해서는 일반제조품환급규정(General Manufacturing Drawback Rulings)

과 특별제조품환급규정(Specific Manufacturing Drawback Rulings)을

구분하여 규정하며 복합제품(multiple products), 손실과 이득(gain or

loss), 교환물품(tradeoff), 재고물품(stock in process), 폐기물(waste)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일반제조품환급규정에 특정되어 있지 않

은 경우 특별제조품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58) 한편 해당 규정에 의

하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량(waste)

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Ⅱ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

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미국은 방법론적으로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고, 발생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99%의 범위에서 관세환급을 허용한다. ‘정액환급

제도’는 운영하지 않으며, 대체품환급에 있어서는 일부 물품에 제한이 있

으나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지닌 물품을 ‘동일한 8자리 HS

CODE(HTS)’가 같다면 동일한 품질과 특성 물품으로 간주하여 환급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k) Liability for drawback claims;(2) Liability of importers
   An importer shall be liable for any drawback claim made by another 

person with respect to merchandise imported by the importer in an 
amount equal to the lesser of

   (A) the amount of duties, taxes, and fees that the person claimed with 
respect to the  imported merchandise; or

   (B) the amount of duties, taxes, and fees that the importer authorized the 
other person to claim with respect to the imported merchandise.(이탤릭체; 
필자 강조).

56) U.S.C §1313. Drawback and refunds (k).
57) U.S.C §1313의 관세환급규정 (n)항에서는 예를 들어 NAFTA와 관련한 경우, 환급, 감

면, 면제되는 관세는 해당 국가로 수입된 원재료 등에 지급된 관세금액과 당사국으로 
수출할 경우 완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등은 환급, 감면,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칠레 FTA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제
한 규정을 두고 있다.

58) 19 CFR 191 Appendix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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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유럽관세동맹(European Customs Union: ECU) 설립으로

인해 공동 관세율(Common Customs Tariff: CCT)이 부과되며, 공동체

관세법(The Community Customs Code(CCC)과 동법의 시행규칙(The

implementation of the Code:IPC)을 따른다.59) 이에 따라, 유럽연합 역내

의 원재료 조달을 통한 수출용 원재료 공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역내

가공제도(Inward Processing)를 중심으로 관세유예제도가 중점적으로 발

달하였다. 역내가공제도(Inward Processing)는 관세환급제도와 관세유예

제도로 구성되는데, 관세환급제도는 역내가공제도 중 하나의 제도로 수

입원재료가 가공생산품(compensating products)의 형태로 유럽공동체 관

세구역으로부터 수출되는 경우, 그 수입원재료에 부과되었던 관세를 환

급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반면 관세유예제도는 유럽공동체 밖으로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된 비공동체 원재료(non-Community goods)가 가

공생산품의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 비공동체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부과

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이다.60)

59) 채형복, “EU 관세법상 역내·역외가공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관세학회지 제4권 3호, 
(2003).

60)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of 12 October 19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Article 114에서는 역내가공제도에 대해 수출을 조건으
로 하여 (b)항에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15, the inward processing procedure shall 
allow the following goods to be used 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Community in one or more processing operations:

   (a) non-Community goods intended for re-export from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Community in the form of compensating products, 
without such goods being subject to import duties or commercial policy 
measures;

   (b) goods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with repayment or remission of the 
import duties chargeable on such goods if they are exported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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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체품의 관세환급이 허용되는데, 이는 반드시 수입된 물품과

동일한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특별히 위원회

절차에 의해 허용된 경우 수입품보다 대체품이 보다 제조된 단계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61) 이는 동종종질 물품의 범위를 자국의 HS CODE 기

준이 같다면 동일한 품질과 특성 물품으로 간주한 미국과 상이한 기준으

로, 제조단계가 상위단계라고 할지라도 대체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관세환급제도는 수율(rate of yield), 즉 가공생산품에 투입된 수입원재료

의 양 또는 퍼센트를 구하여 실제 금액과 가공작업이 수행되었거나 수행

되어야 할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과거 확인된 자료를 기반으

로 관세법위원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 표준 수율을 적용하여 환급에 이용

할 수 있다.62) 수율은 가능한 한 생산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되어야 한

customs territory of the Community in the form of compensating 
products.

   2. The following expressions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a) suspension system: the inward processing relief arrangements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a);
   (b) drawback system: the inward processing relief arrangements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b). (이탤릭체; 필자 강조).
61) Ibid, Article 115에서는 대체품에 관한 관세환급에 대해 “동일한 품질과 특성” 물품

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Where the conditions laid down in paragraph 2 are fulfilled, and 
subject to paragraph 4,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allow:

   (a) compensating products to be obtained from equivalent goods;
   (b) compensating products obtained from equivalent goods to be exported 

from the Community before importation of the import goods.
   2. Equivalent goods must be of the same quality and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import goods. However, in specific cas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 procedure, equivalent 
goods may be allowed to be at a more advanced stage of manufacture 
than the import goods.

   3. Where paragraph 1 applies, the import goods shall be regarded for 
customs purposes as equivalent goods and the latter as import goods.(이
탤릭체; 필자 강조).

62) Ibid, Article 11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rate of 
yield”의 번역은 다음 논문을 참조함. 원종학·김진수,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한국
조세연구원, (2008), p.39 참조.

   1.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set either the rate of yiel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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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3) 가공의 범위는 물품의 조립, 결합, 장착, 가공(processing of

goods) 물품의 수선, 복원 및 가공생산품에서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

으나, 생산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관세법위원회 절

차에 따라 정의된 특정 물품의 사용을 포함한다.64)

관세환급의 방법은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자나 이를 대신하는 자가

관세환급제도 및 관세유예제도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 당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65) 관세당국은 가공생산품이 수출되거나 재

수출될 시기 또는 다른 관세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시기를 정해야

하며 그 시기 내에 수출되어야 한다. 관세당국은 가공생산품의 가공작업

과 처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그 기간을 정하고 연장하여야 한다.66)

관세환급제도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입세를 관세환급제도에 따라 수입원

재료가 가공생산품의 형태로 출고되거나 변치 않는 상태로 수출되는 경

우나 재수출을 위해 역내통관절차 등에 있어 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 관

세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67) 종합하자면, 유럽연합의 경우 관세환급제도

대신 관세유예제도라는 관세 조정제도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며, 관세환급

제도의 경우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나 그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수율’이

라는 비율을 통해 과거의 자료를 통한 표준비율을 곱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환급률을 산업별로 평균하여 활용하는 ‘정액

operation or where appropriate, the method of determining such rate. 
The rate of yield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processing operation is, or is to be, carried 
out.

   2. Where circumstances so warrant 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rocessing operation customarily carried out under clearly defined 
technical conditions involving goods of substantially uniform 
characteristics and resulting in the production of compensating products 
of uniform quality, standard rates of yield may be set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 procedure on the basis of actual data previously 
ascertained. (이탤릭체; 필자 강조).

63) IPC §517조 제1항.
64) CCC §114 (2)(c).
65) CCC §116-117.
66) CCC §118.
67) CCC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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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3. 한국

한국은 수출을 통한 무역의존율이 높으며, 관세조정제도 가운데 관

세환급제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운용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관세

법」에 규정한 관세환급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

법」68)(이하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관세환급으로 나눌 수 있다. 관세

법상 관세환급은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환급과 제106조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이 존재하며, 관세법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착오나 과실로 이중과세되거나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되돌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관세법 환급은 신청 없이도 세관

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

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법상 관세환급의 청구

기한은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69)

반면 본 논문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은 수출

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등으로 이 법의 명시적인 목적은 환급을

6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금에 대해 
수출을 조건으로 환급함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 등”이란 해당 법에 따르면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
너지·환경세, 농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69) 「관세법」 제38조의 3에서는 수정 및 경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

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
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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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이다. 환급특례법은 관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과는 달리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하여 그 사

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70) 한편 수출 물품

의 거래단계는 수출물품 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와 수입 원재료가

수입되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최종 수출자에게 전달되어 수출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출자와 원재료를 수입한 수입자가 같아 수출자가

직접환급을 받는 경우와 수출자와 원재료를 수입한 수입자가 달라 양도

서류 등을 통해 관세환급액을 양도받아 최종적인 수출자가 간접적으로

환급을 받는 경우로 나뉘며, 이는 환급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수입세액

분할증명서(이하 ‘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사용하여 원재

료의 관세 납부세액을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양도하게 된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특례법에 환급대

상으로 정해진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는 환

급특례법에 따라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환급대상으로

정해진 수출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유상수출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

매 또는 공사나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및 북

한으로의 물품 반출71)을 그 대상으로 한다.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이 환급대상이며 무상수출의 경우 환급대상 수출 인정 범위가 한정

적이다. 자유무역지역이나 주한미군공사 등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선기용

7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 제14조에서는 관세법과 달리 환급청구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7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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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공급하는 행위도 외화 획득의 범위로 인정하여 환급대상 수출로 규

정한다.

한편 환급대상 원재료란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른 것으로서 수출물

품을 생산한 경우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나뉘게 된다. 수

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수출된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원상

태 환급에 해당하며 수입하였을 때의 형상과 성질이 변경되거나 변질되

지 않아야 한다.

[표 5] 관세환급대상 구분

[한국의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는 대체환급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산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

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면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

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동 조항은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Ⅲ에 규정된 대체환급제도와 맥락을 같이한

다. 이러한 대체환급제도는 정액환급제도에도 사용되는데, 환급특례법 제

13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데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

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

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제1항)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제2항)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해당 수출물품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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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

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率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의 경우 환급특례법 시행

령 제15조에 게기되어 있지만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 수출물품

에 대해서만 간이정액환급률표가 매년 말에 고시되어 간이정액환급만이

운영되고 있다.72)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

산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환급하며,73)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 및 환

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정액환

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

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74)

따라서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은 물품을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의 방법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에 부과된 수입관세 등

을 개별환급제도를 통해 환급해 주는 방법과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통해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한다.75) 다만 관세율의 변동이나 국내산원재료와의 대체환급

이 이루어져 과다환급이나 과소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정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단축되

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입 비중 등을 근거로 하여

물량을 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76) 이는 과다환급이나 과소환급을 방지하

는 규정으로 개별환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다. 개별환급제도의 적용 시

수출용원재료의 세율이 짧은 기간에 급변하거나 수입가격이 변동이 심한

72)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73) 환급특례법 제13조 제2항.
74) 환급특례법 제13조 제3항.
7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다만, 수출 등에 제

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 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76)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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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둘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국내산원재료와의 대체사용

으로 과소 및 과다환급이 발생할 경우 관세환급은 제한된다.

이외에도 개별환급제도에서는 수출물품별로 투입된 재료에 부과된

관세를 산출목적으로 정상적인 폐기물을 산정을 위한「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통해 부산물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환급특례법 제17조에서는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제한비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며77) 「농림축산물환급 고시」를 운영하여 고세율이 적용

되는 농림수축산물에 대해 환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과다환급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

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고시」및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서 환급기간을 제한하거나 환급을 막고 있다. 특히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多)세율의 수출

용 원재료에 대해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신고를 두어 수입재료 간에 대

체사용이 될 수 없도록 대체환급을 일부분 제한하고 있다.

[표 6] 제0202호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예시

[한국의 간이정액환급률표(2020. 12. 31.) 일부 발췌]78)

한국의 정액환급제도(Fixed Duty drawback Scheme)의 경우, 수출

물품의 HSK(HS CODE) 10자리별로 정해진 환급율에 수출금액(FOB기

준79))을 곱해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운용되고 있는 간

77) 해당 제도는 직접 환급만이 아닌 간접 환급의 범위에 속하는 기초납세증명서 발급과 
분할증명서 발급에도 적용된다.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생산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지급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환급특례
법 시행규칙 제14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25조.

78) 그 외의 한국 HSK 제0202.10-0000호의 물품과 제0202.20-9000호의 물품 제
0202.30-0000호의 물품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HSK 물품명
수출금액 (FOB) 

10,000원 당 환급액

제0202.20-1000호 갈비 10원

제0202.30-0000호 뼈 없는 것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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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액환급제도의 경우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간

이정액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최근 6개월 이상 기간 안에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

급액을 정하여야 한다.80) 다만,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출물품의

HSK(HS CODE) 10자리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

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81) 정액환급률표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정해지며 정액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

위하여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된다.82) 간이정액

환급의 경우, 별도의 환급제한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환급제도

에 존재하는 다(多)세율의 적용 제한이나 국내산 수출용 원재료의 대체

사용에 대한 대체환급제도의 제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비교해 보면, 개별환급제도는

환급신청자에게 ‘소요량 사전심사’83)와 같은 제도를 두어 정확한 소요량

을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환급의 제한 규정을 두어 동질물

품의 다(多)세율로 인한 과다환급이나 대체환급허용으로 인한 과다환급

을 사전에 막고 있다. WTO 보조금 협정이나 개정교토협약에 동질물품

에 대한 대체환급제도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개별환급제도에서 대체환

79) FOB 인도조건이란 본선인도를 조건으로 하여 그 계약장소까지의 운송비와 위험을 매
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금액을 말한다. ICC, INCOTERMS 2020에서는 일
반적인 FOB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to be 
provided by seller may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s agreed or, 
where there is no agreement, as is customary.

80)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60호, 2020. 12. 31.].
81)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82)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83)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의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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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통한 과다환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환급특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84)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국산 원재료 사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경우 대체환급제도의 일환이

며 심지어 수입용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가 없을지라도 국내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대체환급을 허

용하여 과다환급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

별물품을 기준으로 고려하자면, 초과환급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점

이 있다. 왜냐하면 원재료를 전부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무세율로

수입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

상에 포함되고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를 지급하는 HSK에 해당한다면 관

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일본

일본의 관세환급제도는 関税法(일본국 관세법)과 関税定率法(일본국

관세정률법)85)이라는 독립적인 두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関税法에

서는 ‘과오납환급’을 다루고 있으며 関税定率法에 의하면 일본의 관세환

급금은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환급’, ‘보세공장에서 수출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환급’, ‘수입시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된 재화 및

위약품 환급’,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환급’으로 나뉜다. 수출물품 제

조용 원재료에 대한 감세, 면세 또는 환급은 関税定率法 제19조에서 규

정하고 있고 関税法 제2장에서는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급에 대

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보세지역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86)

84) 환급특례법 제17조 제1항. 
    :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85) 1910년 4월 15일 법률 제54호, 최종 개정 2020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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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수출물품에 투입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중점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대체품에 의한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의

환급을 허용하며 이는 동질의 원재료이어야 한다. 다만 関税定率法 施行

令(일본국 관세정률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의 수량을 한도로 하여 해당 제조에 필요한 수량의 수출화물 제조

용 원재료는 그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87) 또한 수출물품 제조

용 원재료의 환급 대상물품은 関税定率法 施行令 제52조에서 정하는 물

품으로 한정되는데, 과실의 통조림 등으로 잼, 과즙, 청량음료수, 유산음

료, 토마토케첩 등 캔, 병 등 용기에 담을 수 있는 것과 가당 분유, 가당

연유로 규정한 물품88)에 한해서만 관세환급이 허용되어 한국과 비교하

여 수출용 원재료의 대상에 대해 상당히 제한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타 유형의 환급인 ‘과오납환급’ 및 ‘보세공장에서 수출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환급’, ‘수입 시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된

재화 및 위약품 환급’,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환급’은 대상이 제한되

지 않으며,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 수입재료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환급 품명, 수량 및 재수출의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와 수입허

가서를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89)

86) 원종학·김진수, 앞의 논문, p.44 참조. 
87) 関税定率法 제19조, 해당 조문은 수출 화물의 제조용 원료품의 감세, 면세 또는 환급 

등을 규정한다.

   제1항 : 수출 화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품 중 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수입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당해 제조가 되어 그 제품이 수출되는 것에 대
해서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이 경우에 있어 관세의 경감 또는 면제는 당해 제품의 
수출이 당해 원료품의 수입의 허가일로부터 2년(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조된 것에 
대해서는, 1년 이내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이내로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88) 関税定率法 施行規則(일본국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
료의 환급대상 물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얼음 사탕, 과자(베이커리 제품을 포함,　토마토 주스, 감미 과실주, 시럽류와 언급
한 이외의 제품으로 40% 이상의 시요당을 함유한 것을 의미한다.

89) 関税定率法 제19조의 3,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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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도상국

WTO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은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도하라운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로 실제 투입한 수입원재

료에 상관없이 정액환급제도(Fixed Duty drawback Scheme)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자본재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인정해야한다는 것

이다. 이는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을 향상시킬 수 있

으며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환급제도 중 정액환급제도(Fixed Duty drawback Scheme)의 경

우, 개발도상국에 의해 간이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의 경우 관세환급제도는 일부 또는 전체 수입관세와 수출품에 사용된 통

계적인 세금(statistical tax)을 제공하며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재가 수출품에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며 환급액의 범위는 지급된 관세의

1.35%에서 10%의 범위의 20가지 다른 비율로 적용된다. 또한 브라질의

경우, 관세의 이연이나 면제를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수입시 적용하며

관세를 환급 받으려면 수입품의 가치가 수출품의 가치의 40퍼센트를 초

과하여서는 안 된다. 칠레의 경우, 두가지 관세환급시스템 중 하나를 선

택하여 적용 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수출자로 하여금 수출품의 FOB 금

액90) 중 10% 또는 5% 또는 3%를 환급받는 것과 두 번째로는 수출품에

공여된 관세 또는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이다. 최대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중앙은행에 의해 설정된 각 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수출자는 수입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FOB 가치의 3%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인도

의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관세환급제도를 지니고 있으며 기본적인 관세

환급제도는 수출품에 공여된 수입원재료의 관세에 대해 환급해주는 것이

며 ‘전체 산업 비율(all-industry rate)’에 의해 수출품의 FOB 가격, 손모

90) FOB 인도조건이란 본선인도를 조건으로 하여 그 계약 장소까지 운송비와 위험을 매도
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금액을 말한다. ICC, INCOTER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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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관세와 세금, 평균투입량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인도 당국에 의하면,

이는 투입된 관세의 70-80퍼센트를 환급해주며 만약 수출자가 이를 불

합리하다고 여긴다면, ‘특별 종류 비율(special brand rate)’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별 종류 비율’이란 수출자와 물품에 특정해서 적용되

는 것이며 90-95퍼센트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관세를 지급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간다의 경우에도 두 종류의 관세환

급제도를 운영하며 정액환급제도(Fixed Duty drawback Scheme)는 수출

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로 추정치에 의해 계산된 비율을 사용하여 환급한

다. 이는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관세가 크지 않은 경우 적용한다. 두 번째

환급방법은 회사로 하여금 100퍼센트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품에 투입된다면 몇 가지 충족조건을 지키는 것으로 수입재

의 면세를 허용한다.91)

각국의 관세환급제도는 적용범위, 환급률, 환급방법이 국내법체계에

따라 모두 상이하며 수출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관세환급

제도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다만 대체적으로 전체 수입원재료의 관세

를 환급해주는 경우 일정한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

우 산업별로 정해진 평균적인 정액환급률을 활용하여 간이하게 정액환급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일부

국가들 역시 수출품이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이 없거나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하게 정해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정액환급제도(Fixed Duty drawback Scheme)

를 중점적으로 활용한다.

91) World Trade Organization, “Commun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T/TF/COH/15, (2003),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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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관세환급제도는 WTO 보조금 협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조세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이로 인해 관세환

급제도는 자의적 해석되어 운영되어 각기 다른 양상으로 인해 분쟁으로

직결될 위험성이 크다. 수출물품에 투입된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

이 다양할 수 있고, 국내법과 국내산업 구조에 따라 관세환급제도는 상

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과’를 판별하기 위한 규범

값과 비교값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별로 정확한 관세금액의 산정

은 발전된 행정시스템을 수반하여야 하여 일률적인 운영체계를 지니기

힘든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동서양 간 현격한 문화적 상이성 및 국가

별 행정시스템의 발전 차이로 인해 어느 한쪽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것은 비서구권 내지는 행정시스템이 발전되지 못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보조금 판별에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92)

즉,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관세환급제도에서 정확한 보조금을

식별하는 것은 어렵다. 첫째로, 관세환급제도의 구조상 복잡성

(Complexity) 때문이다. WTO 보조금 협정의 관세환급제도 규정은 부속

서의 대체환급제도의 허용과 손모량 허용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복잡성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려면,

수출용 원재료에 투입된 수입관세의 정확한 산출을 규정하는 내국법 규

정과 더불어 행정인력과 행정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또한 관세환급제도상

관세환급금은 직접 수출을 하는 수출자가 양도자로부터의 환급금 양수

없이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품의 제조단계상

수많은 거래단계를 통해 관세환급금이 양도되어 환급된다. 따라서 정확

한 관세환급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세환

급금이 산출되어야 하나 제도의 운영 현황은 그렇지 않다. 실제 관세환

92) 이재민, 앞의 책, pp.2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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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도의 운영은 개별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정확

한 소요량을 산출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 경우와 평균적인 관세환급

률을 적용하여 정액환급률을 활용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 경우로 나

누어진다. 후자의 경우, 개발도상국 및 일부 국가들이 행정시스템의 부재

및 환급신청업체의 관리 능력이 부족함을 이유로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간이하게 일정률을 산출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별로 소요된

적정 관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없어 초과환급을 판별하거나 그 금액을 확

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국가별 산업구조에 따른 관세조정 규범 선택의 상이성

(dissimilarity) 때문이다. 관세환급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수출제품이나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관세조정 제도의 일환이므로 자국 산업구조에 따라

서 면제, 이연, 감면 등의 다른 조정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보세

공장제도나 자유무역지역제도를 이용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

세를 면제하거나 이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는 나

라마다 상이한 활용률과 운영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국

가는 자국 원재료에 대한 경쟁력을 고려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환급

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명시적으로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한 관세환급제도를 장려하기도 한다.

이는 관세환급제도의 WTO 보조금 협정에 관한 해석에 있어 “수출

국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존

재로93) 인해 국가간의 자의적인 해석을 유발하며, 초과환급금에 대한 판

93)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출국 상관행을 고려할 
것을 조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Where such a system or procedure is determined to be applied,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ould then examine the system or procedure to 
see whether it is reasonable, effective for the purpose intended, and 
based on generally accepted commercial practices in the country of 
export.[Annex Ⅱ]; Where such a system or procedure is determined to be 
applied,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ould then examine th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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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문제를 어렵게 하여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더욱 심화

된다. 국제법적인 통일된 기준이 없다면 수출국의 국내법상의 상관행을

고려하여 초과환급의 발생 여부를 식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

면하게 되는 것이다. 각국의 관세환급제도는 각국의 생산 공급 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국내법 규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초

과환급을 적정하게 방지하는 법 규정은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고 있다.

또한 WTO 보조금 협정은 폐기물에 대한 정상적인 손모량에 대한 허용

과 수입된 원재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물품에 대해 대체환급을 허용

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용어의 명확성 및 해석원칙이 보완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과 일부 국가들은 정액환급제도(Fixed Duty

drawback Scheme)를 운영한다. 이는 수출물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세

환급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동종 산업별로 관세환급금을 산출

하기에 개별 물품별로 적정한 관세환급금을 산출하여 초과환급금을 판별

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환급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행정시

스템의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정액환급제도에 대해 금지하도록 해석하

거나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

긋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 조문과 같이 정액환급제도가 운영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정액환급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초과환급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보조

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94) 실질적으로 초과환급금

procedures to see whether they are reasonable, effective for the purpose 
intended, and based on generally accepted commercial practices in the 
country of export.[Annex Ⅲ] (이탤릭체; 필자 강조).

94) 이호영, “보조금 규제 강화와 미-중 전략적 경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보조금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상계관세 조사의 증감 현상은 경제위기
를 전후로 상계관세 조사 건수의 증감이 반복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미국은 2020년 초, EU, 일본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기존의 WTO 보조금 규범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미국은 또한 금번 상계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수출국 
기업이 ‘수출입 행위를 하는 기업’인 경우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하여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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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식별하여 수출보조금으로 부과하기 어려운 관세환급제도의 운용 현실

에 대해 문제점을 선결적으로 파악하여 명확한 해석을 정립할 필요성이

크다할 것이다.

국영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환율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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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출보조금의 판별

제 1 절 수출보조금 개관

국제법과 국제경제에서 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형식적인 법적 규제이다.95) 국제경제에서 보조금은 각 국가에서 정책 목

적상 국내법에 따라 자국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특정 기업 또는 산업

군에 부여하여 왔다.96) 이러한 보조금의 존재는 국제화가 광범위하게 이

루어진 세계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불공정한 무역왜곡 현상을

초래했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법적

으로 국제협정에 의해 국제경제에 불공정한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규

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1947년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6조와 제16조를 통해 보조금에 대해 규정하게 되었다. GATT 제16조

에는 “수출보조금에 대해 상품수출에 대한 체약당사자의 보조금 지급이

다른 수입 및 수출 체약당사자에게 해로운 효과를 미칠 수 있고 다른 체

약당사자의 정상적인 상업적 이익에 부당한 교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

에 보조금을 규정한다.”고 보조금의 제한의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일부 보조금이 불공정한 무역을 초래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GATT 제16조는 수출보조금을 금지하는 경우만을

예시하였으며 정확한 절차 및 실무상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95) Caiado, Jose Guilherme Moreno, 『“Commitments and Flexibilities in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An Economically 
Informed Analysis”』, Cambridge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Law, 
(2019), p.101.

96) 보조금은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주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
양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이재민, 앞의 책,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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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97)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국

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WTO 보조금 협정을 제정하여 상세한 기준을

설정했다. WTO 보조금 협정은 단순히 GATT 제16조의 해석규정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보조금 규제를 새롭게 정한 것이다.98)

WTO 체제 하에서는 일괄수락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Rule Shopping은

금지되므로 WTO 회원국은 해당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WTO

보조금 협정은 모든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불공정한 국제무역에

대해 규제하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경제적 지원을 받은 외국물품

에 대한 국내산 물품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99) 이는 모

든 형태의 정부 정책이 보조금 지급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형태의 보조금 지급조치가 또한 보조금 협정의 규율 대상인 불법 보조금

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100) 이에 WTO 보조금 협정

은 보조금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협정의 규정에 명시적으

로 위배되는 금지보조금을 포함한 WTO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조치 제

재를 목적으로 한다.101)

97) 원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1947은 GATT 체약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해 매우 관대하였다. GATT 제16조는 단지 체약 당사자가 수출을 촉진하
거나 수입을 줄이는 보조금을 통지하고, 요청시 다른 체약 당사자에게 심각한 편견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것으로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의 제한을 논의하도록 요구했
다. Bagwell, Kyle, George A. Bermann, and Petros C. Mavroidis.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Edited by Kyle 
W. Bagwell, George A. Bermann, Petros C. Mavroidis, (2010), pp.8-9.

98) 전순신, 『WTO법 강의』,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1), p.159, 「미국-외국 판매회사 사
건」, (2000), para.117.

99) 보조금 및 상계조치(SCM)협정은 WTO 회원국에 의해 부여된 보조금과 해로운 보조금 
수입품에 부과되는 상계관세(CVD)라는 두가지를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
해 WTO 회원국은 두가지 유형의 금지보조금(local content와 export subsidies)을 
금지한다. 금지된 두가지 유형 이외의 보조금을 사용하여 WTO회원국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해당 협정에 의해서만 보조금이 악의적인 영향을 미칠 때 CVD를 
부과한다.  Mavroidis, Petros C. MIT, cit, p.185.

100) 이재민, 앞의 책, p.100.
101) 보조금 협정의 유형별 보조금에 대해 교통신호를 사용하여 보조금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빨간불에 해당하는 보조금 유형은 명확히 금지되고, 반면 노란불에 해당하는 
특정 보조금은 부정적인 효과(adverse affect)를 야기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현재에
는 어떤 유형의 보조금도 WTO 보조금 협정하에 초록불에 비유할 수는 없다. 
Bagwell, Kyle, George A. Bermann, and Petros C. Mavroidis. La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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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지보조금 중, 수출보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는 GATT

체제 출현 이후 변화해 왔는데, GATT 초기에는 수출보조금에 대해 관

대한 태도를 취했다. 런던회의(London Conference, 1946년)에서도 수출

보조금에 대한 금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그 후, GATT의 1955년

Review Session에서 GATT 제16조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무역왜

곡 효과를 야기하는 수출제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금지하는 반면 농

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금지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 한편 GATT

Review Session 이후 미국은 수출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점차 강화할 것

을 주장하였고 EU의 공동농업정책의 출현으로 수출보조금은 우루과이라

운드에서 원칙적으로 제조 및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금지되었

다.102) 한편 관세조정 가운데 관세환급에 대해서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존재하였다. 관세환급제

도가 존재하는 국가들은 환급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유럽을 포함한

관세환급제도의 활용률이 크지 않은 여러 나라들은 관세환급제도는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를 절충하여 WTO 보조금 협정

에서는 발생한 금액에 비교하여 초과되는 금액은 엄격한 수출보조금을

구성한다는 규정으로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조정이 허용된다고 협

의하였다.103)

이로써 금지보조금에 대한 엄격성은 타 보조금에 비해 강화되어 규

정되었다. ‘수출보조금’과 다른 유형 보조금과 달리 수출보조금은 수출을

한 제품에 의해 지불되며(paid)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이는 주로 ‘무역도구(trade instrument)’로 분류된다.104) WTO 보조

금 협정에서 ‘금지보조금’으로 제3조에 의해 제한되는 보조금 외의 제5조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Edited by Kyle 
W. Bagwell, George A. Bermann, Petros C. Mavroidis, (2010), p.7.

102) Mavroidis, Petros C. MIT, cit, pp.268-270, 이는 후에 WTO 보조금 협정상에서는 
농업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103) 박민규, 앞의 논문, p.43.
104) Coppens, Domin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cit, US-Softwood Lumber 

IV(AB). para.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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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6조의 보조금은 복지나 개발목표에 의해 정당화된다.105) 이 분류에

서 두가지 중요한 법적 결과를 낳는데, 금지보조금의 경우 WTO 회원국

은 해당 보조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하지만 조치보조금의 경우 WTO 회

원국은 실행 가능한 보조금의 ‘부정적인 효과(adverse effects)’를 제거하

기만 하면 된다. WTO 보조금 협정에서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만큼은

명백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각각의 보조금

의 유형은 범위규정과 구제에 대한 규정(Remedies)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나, 금지보조금은 구제 중 금전적 보상(상계관세의 부과)에서 만족하

지 않고 WTO 보조금 협정 제4조의 금지된 보조금의 철회를 달성하는

것을 요구한다. 즉, 조치가능보조금은 부정적인 무역효과를 제거하는 것

을 목표로 하나 금지보조금은 해당 보조금 자체의 철회를 목표로 한다.

조치가능보조금의 경우 금지보조금과 달리 조치와 관련해 무효화나 손상

수준에서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106) 또한 허용보

조금은 구제가 아닌 협의 및 승인된 구제조항(Authorized Remedies)을

두어 일방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 보조금의 유형이 아니라는 것을 법

조문의 체계의 차이를 통해 나타낸다. 허용보조금은 구제에 따른 조치에

도 협의가 필요한 유형으로 타 보조금 유형과 달리 규정된다. 종합하자

면, 금지보조금은 세가지 보조금 유형 중 가장 엄격하고, 그 자체로 존재

해서는 안되는 보조금이며 철회되어야 하는 대상이다.107) 또한 WTO 보

105) Singh, Gurwinder, 『Subsidies in the Context of the WTO's Free Trade 
System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First ed, (2017), pp.198-199.

106) Mavroidis, Petros C. MIT, cit, p.275.
107) Mavroidis, Petros C. MIT, cit, pp.185-186, pp.247-249. 제5부는 상계관세의 부

과방법 및 피해의 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의 판정과 상계관세 부과 및 징수, 잠정조치, 소급규정, 상계관
세 및 약속의 존속기간 및 검토에 대해 규정한다. 제10조에는 보조금 협정이 GATT 
제6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여 “상계관세”의 용어에 대해 제10조 참조36에 
“1994년도 GATT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의
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상계관세는 동 협정 및 농업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 수행된 조사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는 WTO 보조금 협정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
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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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협정 발효 후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 분야에서의 원칙적으로 가장

무역왜곡적인 보조금은 ‘수출(Export)’보조금에 관한 것들이었다는 점이

다. 이는 수출보조금에 대한 해석과 판별의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

요성이 크다는 점을 역설한다.108)

수출보조금은 직접적인 금전 지출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조

세 감면 및 면제에 의한 경우도 해당된다. 자국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은 보조금의 액수만큼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이렇

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타국에 대한 수출을 본래보다 늘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기업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 타국의 기

업은 경쟁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 국가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게 되

어 무역왜곡 효과를 초래한다. 무역왜곡 효과는 수출산품을 대상으로 하

는 보조금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출보조금 뿐만 아니라 국내보조금도 무

역왜곡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국내 보조금에 비해 수출보조금은 무

역왜곡의 폐해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국내정책상의 합리적 목적도 결여

되어 있다.109) 수출보조금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는 축복임에도 불구하

고, 한편으로는 전 세계 생산자들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WTO

보조금 협정의 다른 어떤 위반이나 이탈보다도 더욱 무겁게 처벌되고 있

는 것이다.110) 이러한 수출보조금은 그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무역을 왜

곡하기 때문에 허용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111) 수출보조금

과 관련하여 간접세와 수입과징금의 국경세 조정은 GATT 및 보조금

협정에 의해 허용되는 조치이나, 한편으로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

제한다는 효과적인 측면에 따라 일정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수출보조

금을 구성하게 된다. 조세 조정을 통해 수출보조금을 구성하는 경우, 이

108) 김대순·김민서, 앞의 책, p.155.
109) 전순신, 앞의 책, p.158.
110) Matusushita et al.,pp.298-299. 김대순·김민서, 앞의 책, p.155.
111) Jan Wouters and Dominic Coppens. “An overview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Including a Discussion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2010), p.34.



- 52 -

는 엄격한 금지보조금의 유형에 해당되어 철회되어야만 한다. 일정한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조금의 범위조차에도 속하지 않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곧바로 수출보조금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렇다면 그 일정한 요건은 어떠한 원칙으로 판별되는지 본 논문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의 판별

간접적인 보조금 유형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을

식별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WTO 보조금 협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은 수출보조금을 구성하는 경우 국제법상

조약 해석의 기본 원칙인 비엔나협약 제31조를 근간으로 해석한다. 비엔

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성실

하게 해석하여야 한다.112) 즉, 조약문의 해석에는 문언적 해석, 문맥을

112)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31조에서는 일반적인 조약의 해석 
원칙으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1.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2. The context for the purpose of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shall 
comprise, in addition to the text, including its preamble and annexes: 

 (a) any agreement relating to the treaty which was made between all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b) any instrument which was made by one or mor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and accepted by the other parties as 
an instrument related to the treaty.

 3. Ther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a) any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r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b) 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c) 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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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해석,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해석 및 효과적 해석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13) 따라서 본 장은 WTO 보조금 협정상 관세환급제도

와 관련한 규정들에 대해 일반적인 ‘통상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문언

적 해석 및 문맥을 고려한 해석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조문을 분석한

다.114) 이에 수출보조금 유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수출보조금과 간접적

인 수출보조금으로 나누어 유형을 분석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수출보조

금 판별 원칙에 대해 도출하도록 한다.

1. 수출보조금의 유형

WTO 협정상 보조금 중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두가지 형태의 보조금의 유형이 존재한다. 이는 지역보조금

과 수출보조금이다. 동 유형의 보조금은 WTO 회원국에게 해당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115) WTO 보조금 협정은 본문의

경우 제1부부터 제11부까지로 구성되며, 부속서의 경우 부속서 Ⅰ부터

부속서Ⅶ까지로 구성되어 협정문과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동 협정

제2부에서는 수출보조금을 포함한 금지보조금의 판별기준을 제시하고,

부속서 Ⅰ에서 수출보조금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US – FSC 사건에서

패널은 부속서 Ⅰ이 열거목록이 아닌 예시목록 조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기준을 제시할 뿐임을 명시한 바 있다.116) 그러나 해당 규정은

 4. A special meaning shall be given to a term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 
parties so intended. (이탤릭체; 필자 강조).

113) Anthony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185, ; Ian Sinclai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nd ed. (1984), p.115 참조. 이재민, 앞
의 책, pp.72-73에서 재인용.  

114) Asif H.Qureshi,『Interpreting WTO Agreements problems and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17.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 Ⅱ (AB) 12, EC-Hormones (AB) para.181. 

115) Mavroidis, Petros C., Mark. Wu, and World Trade Organization.『The Law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Documents, Cases & Analysis』, 
(2013), 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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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조금의 유형을 예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수출보조금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 표에서는 부속서 Ⅰ의 규정에서 수출보조금 유형

은 크게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A-D)으로 나눈 규정을 바탕으로 구별

하였다. 수출보조금은 공통적으로 수출실적이나 수출물품과 관련하여 정

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제세 또는

금융적 혜택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할 때, 수출보조금으로 규정된다.

[표 7]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의 수출보조금 유형

116) US-FSC(Panel), WT/DS108/R, p.162.

수출보조금의 

구분
예시목록 유형

직접적인 

수출보조금

a.수출실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 또는 산

업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접 보조금
자금의 지급

간접적인 

수출보조금

A. 수출과정의 

보조

b.수출상여금을 포함하는 외화보유제도 

또는 유사한 관행

간접적인 자금의 

지급

c.국내선적분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

으로 정부에 의해 제공하거나 위임되는 

수출선적분에 대한 국내 수송 및 운임

수출 부대비용 

지급

d.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품 또

는 국내상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 소비용 

상품생산에 사용되는 동종 상품 또는 서

비스 또는 직접경쟁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 또는 정

부대행기관이 정부위임제도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

수출 재화의 

보조

간접적인 

수출보조금

e.산업적 또는 상업적 기업이 지불한 또

는 지불해야 할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 직접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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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세 혜택

부과금을 명시적으로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경감 또는 

유예하는 것

f.직접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국내소비

를 위한 생산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이상

의 수출 또는 수출 실적과 직접 관련된 

특별공제의 허용

g.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동종 상

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를 초과하는 수출품의 생산 및 유

통과 관련한 간접세의 면제 또는 경감

간접세 혜택h.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동종 상

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동종의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를 초과하는, 수출

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

는 유예

i.수출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수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

금의 경감 또는 환급. 

수입 과징금의 

조정의 혜택 

간접적인 

수출보조금

C. 보험과 

신용 혜택

j.정부(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특수기관)가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계획, 수출품의 

비용 증가에 대비한 보험 또는 보증계획, 

환리스크 보증계획을 이러한 계획의 장

기적인 운영비용 또는 손실을 보전하기

에 부적절한 우대금리고 제공하는 것

보험의 혜택

k.수출신용조건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

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한, 정부

수출 신용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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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Ⅰ에 대해 해석하여 필자 작성]

‘간접보조금’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본 논문에서는 부속서 Ⅰ에 따른

예시조항의 구별에 기반을 두어, 부속서 Ⅰ (a)항의 직접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형태의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위장된 수출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117) 또한 간접 보조금의 유형의 구분은 수출물품

에 부과된 조세조정에 대한 간접 보조금 유형의 분석을 위하여 조문을

117) 이재민, 앞의 책, pp.28-30, 간접 보조금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문제는 보조금 
협정에서의 오랜 과제이다. 해당 용어는 일국 정부의 정책 및 제도와 연관되어 특정 
기업 및 산업에 결과적으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을 광범위하게 일컫
어졌다. 해당 논문에서는 ‘위임 및 지시’에 의한 보조금 문제를 간접 보조금으로 칭
하였다. Mark Benitah는 간접 보조금을 원자재 보조금 맥락에서 설명하며, 혹자는 
미국 정부의 과세정책을 다룬 US-FSC(AB) 사건을 언급하며 동 사건이 간접 보조금
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때로는 경제적 혜택의 이전 문제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며 저가 에너지 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간접 보조금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국 내 일부 산업은 중국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중국 정부의 자국 제조업
에 대한 ‘간접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며 간접 보조금은 묵시적 보조금
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정부에 의해 통제 되고/또는 정부

의 권한을 대신하는 특수기관)가 조달자

금을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리(또는 

수출신용과 동일한 만기 및 그 외 신용

조건의 그리고 동일한 화폐로 표시된 자

금을 얻기 위해 국제 자본시장에서 차입

할 경우 지불하여야 할 비용에 대해) 보

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수출신용, 또는 

수출자 또는 금융기관이 신용을 얻을 때 

발생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부의 지불

간접적인 

수출보조금

D. 기타

l.1994년도 GATT 제16조의 의미내에서 

수출보조금을 구성하는 그 밖의 공공계

정에의 부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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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화하기 위해 분류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접 보조금은 부속서 Ⅰ (a)

항에 해당하는 자금의 직접적 지급으로 해당 유형은 상대적으로 수출보

조금 구별이 쉽고 분쟁의 소지가 적다. 반면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의 유

형의 경우, 보조금 지급의 유형이 다양하고 결합되어 식별하기 어려우며,

특히 조세 혜택을 통한 간접 수출보조금의 지급은 단서규정으로 인해 더

욱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다. 따라서 위 표를 통해 간접적인 수출보조금

을 공통점을 분석하여 A-D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간접적인 수출보조금

유형에서 구분한 ‘A 유형(부속서 Ⅰ (b)항, (c)항, (d)항)’은 수출과정의

보조 가운데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이 아닌 수출실적과 결부된 수출과정

의 운임 및 선적의 보조, 수출에 투입된 재화에 대한 제공, 수출과 관련

된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구성한다. 또한 ‘C 유형’은 보험과 신용으로 부

속서 Ⅰ (j)항은 수출보험의 혜택을 의미하며, 부속서 Ⅰ (k)항은 수출

신용에 대해 규정함과 동시에 적정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수출보조금

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한 ‘D유형’으로 구분한 부속서 Ⅰ (l)

항은 GATT 제16조 의미 내의 소득을 구성하는 기타의 수출보조금을

의미한다.

이 중, 부속서 Ⅰ의 ‘B유형’의 경우 조세 혜택을 통한 수출보조금을

의미한다. 부속서 Ⅰ (e)항, (f)항의 경우 직접세 혜택을 통한 수출보조금

을 나열하고 있으며 부속서 Ⅰ (g)항은 간접세, 부속서 Ⅰ (h)항은 누적

간접세, 부속서 Ⅰ (i)항은 수입과징금을 통한 수출물품에 대한 조세조정

을 통한 수출보조금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B유형의 조세 혜택을 통

한 수출보조금 중, 관세조정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나열하는 부속서 Ⅰ

(i)항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2. 수출보조금의 판별 규정의 해석

수출보조금의 판별은 WTO 보조금 협정문 체계상 우선적으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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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범위규정인 제1부의 규정에 의해 검토된다. 다음으로 보조금의 범

위에 해당한다면, 수출보조금의 판별은 WTO 보조금 협정 제3조에 규정

된 ‘조건성(contingency)’에 따라 검토된다. 그 과정에서 보조금 협정 각

주 1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 규정인 부속서 Ⅰ-Ⅲ 규정에 의해 수출

보조금의 여부가 결정된다. 그 외에 특정성 요건과 최소허용기준 요건

그리고 부정적 효과의 입증은 금지보조금의 판별에 있어서는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수출보조금은 타 유형의 보조금에

비교하여 볼 때 고려하여야 할 판별 원칙은 단순화된다. 이에 공통적인

수출보조금 판별 규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해석 원칙을 도출하도록

한다.

1) 보조금의 범위

WTO 보조금 협정 제1부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범위에 대해 규정

하고 있다. 제1.1조의 경우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크게 (a)(1)과 (a)(2)로 나뉘며 보조금이 각각 (a)(1)범위에 포함되거나

(a)(2)에 포함되는 경우 보조금으로 규정된다.

1.1118)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

118) WTO 보조금 협정 제1.1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1.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subsidy shall be deemed to exist 
if:

(a)(1) 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government"), i.e. where:

   (i) a government practice involves a direct transfer of funds (e.g. grants, 
loans, and equity infusion), potential direct transfers of funds or 
liabilities (e.g. loan guarantees);

   (ii)government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is foregone or not collected 
(e.g.fiscal incentives such as tax credits)1;

   (iii)a government provides goods or services other than general 
infrastructure, or purchases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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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1)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

라 한다)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즉 

(ⅰ)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

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

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ⅱ)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Re.1)),

(ⅲ)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ⅳ)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

되는 위의 (ⅰ)에서부터 (ⅲ)에 예시된 기능의 유형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

한 경우,

또는

(a)(2) 1994년도 GATT 제16조의 의미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

로든 존재하고, 또한

(b)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이에 따라, 보조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재정적 기여

(financial contribution)’와 ‘혜택(benefit)’이다.119) 먼저 US-Soft wood

   (iv)a government makes payments to a funding mechanism, or entrusts or 
directs a private body to carry out one or more of the type of 
functions illustrated in (i) to (iii) above which would normally be vested 
in the government and the practice, in no real sense, differs from 
practices normally followed by, governments; 

(a)(2) there is any form of income or price support in the sense of Article 
XVI of GATT 1994; and (b) a benefit is thereby conferred. (이탤릭체; 필
자 강조).

119) 또한 혜택(benefit)에 대해서는 상소기구의 판정에 따라 시장(market)이 제공하는 것
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해석되어진다. Canada – 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WT/DS70/AB/R, [2 August 1999, Canada-Aircraft(AB)], 
para.157. Joseph Francois, “Subsidies Coutervailing Measures: Deter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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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ber Ⅳ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란

‘정부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이전’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

며, 패널은 China-GOES 사건120)에서 ‘소득과 가격지지’에 중점을 두어

‘그러한 행동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정부의 행동의 본질’에 초점을 두었

다.121) 일반적으로 (a)(1)항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에 대

해서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로 (a)(1)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

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

금이 이전되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의 형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정

부의 세입의 포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정

부의 자금공여기관을 통한 위임 또는 지시 형태의 간접적인 보조금 지원

까지 포함하여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EC — 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사건122)에서는 경영이 파탄된 하이닉스

(Hynix)사의 채권자 은행에 한국정부가 ‘위탁 또는 지시’의 사실에 대하

여 USITC가 보조금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인정한 점에 의해 그 범위를

넓게 해석됨이 확인된다. 즉, 민간기관에 정부가 보조금 기능을 ‘위탁 또

는 지시’하는 경우의 간접적인 보조금 형태도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주된

다는 것이다.123) 또한 Japan-DRAMS 사건124)에서도 상소기구는

“funds”라는 어휘에 대해 “돈(money)”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거래수단

the benefit of Subsidies, p.103. ; Singh, Gurwinder, 『Subsidies in the 
Context of the WTO's Free Trade System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
s』, First ed, (2017), p.326, WTO 보조금 협정에서 강조되는 점은 보호주의와 시장
왜곡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120) China -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on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from the United States, WT/DS414/R, [15 June 
2012, China — GOES(Panel)]

121) Coppens, Dominic, 『WTO Discipline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Balancing Policy Space and Legal Constraints』, (2014), p.448, US 
– Softwood Lumber IV(AB), para. 52 (emphasis added); US–GOES(Panel), 
para.7.85.

122) European Communitie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Chips from Korea, WT/DS299/R, 27, June 2005.

123) 전순신, 앞의 책, p.159.
124) Japan – DRAMS Countervailing Duties(AB), loc. cit., supra no. 57, 

paras.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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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loans, and equity infusion) 및 채무의 탕감까지 포함하여 광범

위하게 해석하여 판시하였다. 또한 패널은 Korea — Commercial

Vessels 사건에서 ‘은행’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여,125) 즉 보조금의 범위에서 패널과 상

소기구는 ‘위탁 또는 지시’를 통한 간접적인 보조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

하여 ‘funds’이외의 지급수단에 대해 광범위하게 해석하였다.

반면 (a)(2)항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를 통한 재정적기여’는 전자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좁게 해석된다. 예를 들어, (a)(2)의 조항은 각주에

서 “1994년도 GATT 제16조(제16조 주석)의 규정 및 이 협정의 부속서

Ⅰ부터 Ⅲ까지 규정에 따라 국내 소비년도의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금액만큼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126)고 단서규정을 두어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

되는 것을 경계한다. US-EXPORT Restraints 사건에서도 패널은 해당

조항을 좁게 해석하였으며, 동 정의규정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자하였다. 이는 정부 그리고 관세나 수량제한 등을 통한 개입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자 한 것이며, 보조금의

125) 상업선박은 “정부관행”이라는 문구는 해당 조항이 규정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
에 은행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
다. Korea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Panel), 
para.7.29. Abbreviation: Korea – Commercial Vessels. Bagwell, Kyle, George 
A. Bermann, and Petros C. Mavroidis.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Edited by Kyle W. Bagwell, George A. 
Bermann, Petros C. Mavroidis. (2010), p.15.

126)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에서는 발생한 금액보다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허용함을 규정하고 있다.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VI of GATT 1994 (Note to 

Article XVI) and the provisions of Annexes I through III of this 
Agreement, the exemption of an exported product from duties or taxes 
borne by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domestic consumption, or 
the remission of such duties or taxes in amounts not in excess of those 
which have accrued, shall not be deemed to be a subsidy. (이탤릭체;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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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해당하는 가격(소득)지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

다.127)

이는 명시적으로 조세(간접세)의 국경세 세금조정이나 수입세 조정

을 통한 정부의 개입은 본질적으로 보조금 유형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128) 각주의 단서규정인 “shall not be deemed to be a subsidy”의

문장에서 “shall”의 사전적 뜻은 법조동사로서 명령 또는 지시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 명백하게 해당 유형의 조세의 국경세 및 수입세 조정이 보

조금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

지만 여기에서 단서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이라는 조문을 통해 허용되는 조

세조정이라 할지라도 ‘초과조정금액’의 발생은 보조금을 구성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특정성 요건

보조금 범위를 규정한 WTO 보조금 협정 제1부 제1.1조에 더해, 제1

부 제1.2조는 보조금은 특정적인(specific)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왜냐하면 특정적인 보조금에 한정하여 ‘불공정한(unfair)’ 효과

를 수혜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129) 이는 오직 특정한 ‘재정적 기여’

127) Coppens, Domin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cit, pp.450-451, [DS194: 
United States - Measures Treating Export Restraints as Subsidies], (2001).

128) Jan Wouters and Dominic Coppens, “An overview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Including a Discussion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2010), p.16. 그러나 US-FSC(AB) 사건의 상소기구 판정
은 직접세는 이와 대조적으로 이러한 예외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해당 판례
를 뒷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29) 이는 보조금은 특정적인 수혜자가 존재할 경우, 가격을 왜곡시켜 무역을 더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기본적인 경제 모델로 이를 설명했는데 모든 산업
에 대해 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하여도 ‘가정적으로 실제로는 어떤 효과도 없으
며, 그리고 가격의 조합과 환율조정 등에 의해 효과가 상쇄된다’. 또한 특정적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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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만 비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오며 결국 무역왜곡을 초래한다는

이론에 근거한다.130) 협정문 제1부의 경우, 일반규정으로서 동 협정을 총

체적으로 포괄하는 보조금에 대한 범위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1조

에서 보조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2조의 특정성 요건(specificity)을 만

족시킬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정됨을 명시한다.

2.3131)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모든 보조금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앞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서, 동 협정 제3조에 속하

는 금지보조금은 특정성 요건이 필요치 않다고 규정한다.132) 이는 제3조

는 보조금은 회사의 선두적인 위치에 영향을 주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Jackson의 견해에 따르면 특정성 시험은 정부의 일반적인 행위를 판별할 수 있기 때
문에 유용한 도구라고 보았다. Coppens, Domin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cit,  pp.480-481, 재인용, Sykes, above n. 5, at 512; Jackson, above Chapter 
2 n. 57, at 297; see also Hufbauer and Shelton Erb, above Chapter 2 n. 
12, at 55 (in the context of general tax measures); Benitah, above Chapter 
6 n. 108, at 258-60; Luengo, above Chapter 3 n. 135, at 129-30. Jackson, 
above Chapter 2 n. 57, at 297. See also D. Palmeter, ‘Safeguar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Disputes in the Transatlantic 
Partnership: How to Control “Contingency Protection” More Effectively,’ in 
E.-U. Petersmann and M. A. Pollack (eds.), Transatlantic Economic 
Disputes: The EU, the US, and the WTO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41–73, at 155; A. O. Sykes, ‘International Trade: Trade Remedies’, in A. 
T. Guzman and A. O. Sykes (eds.), Research Handbook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Cheltenham, Edward Elgar, 2007), 62–112, at 103.

130) WTO, 『The Law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Documents, 
Cases & Analysis』, (2013), p.443.

131) WTO 보조금 협정 제2.3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y subsidy falling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 shall be deemed to 
be specific. (이탤릭체; 필자 강조).

132) 수출보조금과 지역 단위의 보조금은 보조금 협정 제2.3조에 의해 특정적인 것으로 간
주된다. 첫째로 수출보조금은 무역왜곡에 있어서 국내 보조금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며 수출기업에 있어 다른 사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더욱이 수출보
조금은 모든 정부에 있어 시장실패를 합법적인 일반활동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시장
실패의 근거), 수출보조금에 부과되는 규율과 관련해 유연성이 더 잘 규정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S&D 산업) 또한, 지역 단위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여 원칙적으
로 투입산업을 목표로 하여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보조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 
Coppens, Domin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cit, p.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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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의 경우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킬 필

요 없이 그 자체로 금지된다는 것이다. 보조금의 유형(Prohibited

Subsidies)인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es),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e)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금지보조

금은 특정성 요건의 충족 없이도 금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보조

금’은 다른 유형 보조금과 달리 수출을 한 제품에 의해 지불되며(paid)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33)

[표 8] 보조금의 유형 및 WTO 보조금 협정 조문 체계

[WTO 보조금 협정 조문을 해석하여 필자 작성]

법조문의 체계를 통해 비교하자면, 금지보조금의 경우에는 금지보조

금 범위의 판별에 있어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법률상 및 사실상의 수출실적만으로 금지보조금을 구성한다.134)

이는 협정문 제3조와 함께 부속서 Ⅰ에 예시된 조항에 따라 범위규정을

133) Appellate Body Report, US-Softwood Lumber IV. para.51. Coppens, Domin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cit, pp.5-7 참조.

134) WTO 보조금 협정 각주 4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is standard is met when the facts demonstrate that the granting of a 
subsidy, without having been made legally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is in fact tied to actual or anticipated exportation or export 
earnings. The mere fact that a subsidy is granted to enterprises which 
export shall not for that reason alone be considered to be an export 
subsidy within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이탤릭체; 필자 강조).

구분 범위 심각한 손상 구제

제2부 금지보조금 제3조 금지 규정없음 제4조 구제

제3부 

조치가능보조금

제5조 부정적 

효과

제6조 

심각한 손상 
제7조 구제

제4부 허용보조금

제8조 

허용보조금의 

정의

규정없음
제9조 *협의 및 

승인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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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게 된다. 제2조의 특정성 요건 없이도 성립하는 금지보조금은 제3

조의 조건성을 충족한다면 금지보조금으로 특정성의 충족여부를 따지지

않고 규제대상 보조금이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해당 조항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모든 금지보조금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별도의

규정을 두어 설사 제2.1조에 의해 특정성이 부정되었다 할지라도 제2.3조

에 의해 금지보조금은 특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제3조를 우

선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특정성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추정은 보조금의 금지여부가 아닌 수출보조금(export)인

지 지역보조금(local content)인지에 따라 결정된다.135) 수출보조금과 수

입대체보조금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특정성 판단이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

다. 앞선 규정이 무색하게 금지보조금의 경우, 특정성 요건을 적용하여

보조금 협정의 법적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결

과적으로 오직 허용보조금만이 제2.1조와 제2.2조의 증거를 기반으로 한

특정성 테스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36) US-Upland

Cotton 사건의 판정에서도 보조금 협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보조금 협

정 전체의 목적을 위해’ 특정적이므로 다른 조치들을 위해서 별도의 특

정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각되어, 금지보조금 유형에 해당하면

특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확인시켜 주었다.137)

3) 최소허용기준 요건

WTO 보조금 협정은 제11.9조에 최소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해당 규

정을 두고, 수출보조금 판별에 있어 최소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가

135) Jan Wouters and Dominic Coppens, “An overview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Including a Discussion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2010), p.29.

136) Ibid, pp.29-30.
137) Panel Report, US-Upland Cotton, para.7.153, WT/DS26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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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쟁점이 대두된다.

11.9138) “관계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보조금지급 또는 

피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

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하게 종료된다.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

이거나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량 또는 피해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사안은 즉시 종료된다. 이 항의 목적상 보조금액이 

종가기준 1%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허용수준으로 간주된다.”

이에 WTO 보조금 협정상 제5부에 해당하는 제11조 제9항의 최소허

용기준은 제2부의 수출보조금의 판별기준에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

석된다. 이는 WTO 다수의 분쟁 판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금지보조금

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5부와는 관계없이 제2부 내에서 결정되며 부속

서 조항과 함께 금지보조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금지보조금의 경우,

최소허용기준과 관계없이 제2부와 부속서의 금지보조금의 범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철폐되어야 하며 단지 제5부는 상계관세의 부과금

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계관세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될 뿐이다. US-FSC

사건에서도 패널은 수출보조금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139) 또한 US — Carbon Steel 사건에서도 상소기

138) WTO 보조금 협정 제11.9조에서는 제5부와 관련된 조사의 최소 조건인 최소허용기준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사는 즉시 종료됨을 
규정한다.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jected and an investigation 

shall be terminated promptly as soon as the authorities concerned are 
satisfied that there is not sufficient evidence of either subsidization or of 
injury to justify proceeding with the case. There shall be immediate 
termination in cases where the amount of a subsidy is de minimis, or 
where the volume of subsidized imports, actual or potential, or the injury, 
is negligible.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amount of the 
subsidy shall be considered to be de minimis if the subsidy is less than 1 
per cent ad valorem. (이탤릭체; 필자 강조).

139) United States — 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 
WT/108/R, [8 October 1999, US — FSC(Panel)] p.112. para.4.6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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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최소허용기준을 제11조를 벗어나 제21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

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해당 분쟁에서 상소기구와 달리 패널은 제11

조 제9항의 최소허용수준 이하의 보조금은 상계할 만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뒤집어 최소허용수준 이하

의 보조금 역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보조금 협정 제15조의 각주 45가

설명하고 있는 피해(injury)의 정의는 보조금의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

으며, 보조금의 정의 규정에도 보조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140) 또한 WTO 보조금 협정 제21조

제3항에 최소허용기준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는 것은 일견 그러한 요건

이 없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제11조

제9항의 모(母)조항인 제11조는 조사 개시와 후속 조치라는 제목이 붙어

있듯이 보조금 조사의 진행과 절차에 관해 주로 기술하고 있는 조항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제11조 제9항의 어느 구절도 최소허용기준이 제5부의

보조금 조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적용된다고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

다.141)

4) 조건성 요건

WTO 보조금 협정 제2부에는 이러한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에 대해 규정하여 수출보조금의 판별원칙에 대해 규정한다. 이

는 제3조와 제4조로 구성되는데, 제3.1조의 「농업에관한협정」만을 예외

로 하고 제1부의 제1조의 범위요건을 충족하는 보조금이 다음 요건을 충

족한다면, 모두 금지됨(prohibited)을 규정한다.

  

140) United States-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Corrosion 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orm Germany, WT/DS213/AB/R,[28 November 2002, 
US — Carbon Steel(AB)], para.78. 

141) 김승호,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법영사, (2018),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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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2)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의 의미 내에

서의 다음의 보조금은 금지된다. 

  (a). 부속서 Ⅰ(Re.4)143)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

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Re.5)144)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b).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그 중, 제3.1.(a)조항의 경우, 수출금지보조금을 규정하며 부속서 Ⅰ

에 예시된 보조금을 수출보조금의 예시조항으로 두고 있다. 이는 금지보

조금의 범위에 대해 유일한 조건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

(export performance)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라 규정한다. 또한 정부

142) WTO 보조금 협정 제3.1조에서는 제1조의 의미 내로 한정하여 범위규정과 함께 규정
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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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탤릭체; 필자 
강조).

143) WTO 보조금 협정 각주 4에서는 제3.1조가 분명히 부속서 Ⅰ에 따라 함께 규정됨을 
나타내고 있다.

   Measures refered to in Annex I as not constituting export subsidies shall 
not be prohibited under this or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이탤릭체; 필자 강조).

144) WTO 보조금 협정 각주 5에서는 제3.1조에서는 법적 조건성 외에도 사실상 조건성만
을 만족시켜도 금지보조금을 구성함을 나타내고 있다.

   This standard is met when the facts demonstrate that the granting of a 
subsidy, without having been made legally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is in fact tied to actual or anticipated exportation or export 
earnings. The mere fact that a subsidy is granted to enterprises which 
export shall not for that reason alone be considered to be an export 
subsidy within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이탤릭체;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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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직접적인 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수출실적에 의해 회사 또는 산

업에 지급되면 수출보조금을 구성하게 된다. 부속서 Ⅰ에서는 이를 보충

하여 조세에 있어서도 전체 또는 부분적인 면제(exemption), 감면

(remission), 이연(deferral)이 특정하게 수출과 관련 있거나, 직접세 또는

사회복지부담금이 산업군 또는 상업적 회사들과 관련 있는 경우에 이는

수출보조금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한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수출과 관련되

어 있거나 수출실적과 관련된 초과분의 세금의 공제(감면 또는 면제)의

경우, 간접적으로 수출 또는 수출실적과 연관되기 때문이다.145)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WTO 상소기구의 판정을 원용하자면, ‘조

건성(contingent)’은 그 용어의 해석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조건적(conditional)’이거나 ‘어떤 것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이라는 것

이다.146) 다시 말해,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in law) 수출실적을 조

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실제로는(in fact)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

출이나 수출과 관련된 수입과 결부된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는 경

우 금지보조금을 구성한다. 즉, 제3.1.(a)조항의 수출하는 기업에게 보조

금이 지급된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닌 수출실적에 따른 ‘사실상 결부됨(in

fact tied to)’을 요건으로 한다. 이 규정은 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수출실

145) Koul, Autar Krishen, 『Guide to the WTO and GATT : Economics, Law and 
Politics”』, Springer Singapore Pte, (2018), p.267, 직접세의 용어는 임금, 이익, 
이자, 렌트비용, 로열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모든 종류의 수익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수입세는 관세, 그리고 다른 종류의 부과금을 의미한다. 간접세는 판매, 활
동, 가치 증가분, 프랜차이즈, 이전, 설비의 세금, 국경세 그리고 직접세와 수입세 외
의 세금을 의미한다. ‘이전 단계’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는 직접적으
로 간접적으로 물품에 부과되었으며, ‘누적되는 간접세’는 다양한 단계의 세금을 다음 
단계의 생산에서 사용되는 경우 더이상 축적될 근거가 없다. ‘세금의 감면은 환급 또
는 환불을 포함하며’ ‘감면’ 또는 ‘환급’은 수입세의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감면 또는 
이연을 의미한다. 이연은 수출보조금으로 계상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적절한 이자세
가 징수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행정적으로 관습적으로 수출거래에 대한 직접세의 
감면 등이 WTO 보조금 협정의 의무와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국제
적으로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146) Canada – Aircraft(AB), loc. cit., supra no.108, para.166. Bagwell, Kyle, 
George A. Bermann, and Petros C. Mavroidis.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Edited by Kyle W. Bagwell, 
George A. Bermann, Petros C. Mavroidis. (2010).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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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따른 지급이라면 금지보조금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사실상 금지보조

금의 해석의 범위를 넓히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출실적 그 자

체로는 보조금의 조건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며, WTO 보조금 협정

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다.147) US-FSC 사건에서도 조

건성(contingency)에 대해 패널과 상소기구는 수출보조금 판별에 있어

각각의 사건에 따라 조건성(contingency)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148) 이는 자칫 협정문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혼

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조만으로 수출보조금이 판별하기 어려우며 이를 구체적으

로 검토하기 위해 부속서 Ⅰ의 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149) 부속서

Ⅰ에는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을 두어 수출금지보조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규정인 제3조에 대해 세부적인 예시목록을 제시한다. 부속서 Ⅰ에 대한

해석사항은 수출보조금 판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부속서 Ⅰ의 해석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부속서 Ⅰ의 각

조항을 반대해석해도 되는지 여부 및 열거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Brazil — Aircraft 사건에서 부속서 Ⅰ의 반대해석 가능 여

부에 대해 패널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 같은 해석은 추후 판정에

서도 확인되어 동 규정에 대한 반대해석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

다. 또한 US – FSC 사건에서 패널은 부속서 Ⅰ이 열거목록이 아닌 예

시목록 조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는 모든 수출보조금 유형을 다

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준을 보충하여 제시할 뿐임이라 판정하였다.

147) Jan Wouters and Dominic Coppens, “An overview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Including a Discussion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2010),  pp.37-38.

148) 오스트리아와 브라질은 DSB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으며 WTO 보조금 협정 자체
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US-FSC Article 21.5(AB), p.38, 각주 198 참조.

149) 수출보조금의 예시규정을 확장하여 검토할 수 있느냐가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쟁점
이었으며 도하라운드협상에서 미국은 이를 확장하자고 제안하였다. Bagwell, Kyle, 
George A. Bermann, and Petros C. Mavroidis.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Edited by Kyle W. Bagwell, 
George A. Bermann, Petros C. Mavroidis. (2010),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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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부속서 Ⅰ이 열거목록이 아닌 예시목록이라는 점에서 수출보조금의

조건성 판별에 있어 한계점을 갖지만, 제3조의 ‘조건성’에 대한 요건의

충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부속서 규정은 단지 보조

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속서 Ⅰ에서는 ‘조건

성’의 판별에 있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 가운데 허용되는 조세

조정의 경우, ‘발생한 금액’ 보다 초과될 경우 ‘조건성’이 있는 수출보조

금을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결국 허용되는 조세조정에 있어 ‘조건

성’의 충족여부는 결국 발생한 금액보다 ‘초과’ 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

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초과’를 결정짓는 요인은 관련된 부속서 규정인

부속서 Ⅰ-Ⅲ 규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절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관한 판례

WTO 체제 출범 이후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개별 단위

협정 중 가장 많이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대부

분은 제3조상의 금지보조금 해당 여부가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또

한 제소내용의 대부분은 WTO 보조금 협정 제3.1조 (a)항의 수출보조금

의 판별에 관한 것이었다.150) WTO 보조금 협정이 모든 유형의 보조금

을 금지하지 않으나 직접적인 무역왜곡을 야기하는 금지보조금 그 자체

에 대해 엄격히 규제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151) 금지보조금의 판별규범

의 공통적인 해석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금지보조금에 속하

는 수출보조금은 WTO 회원국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각국이

150) 장승화·조인영, “「WTO 보조금 협정」상 수입대체보조금과 GATTⅢ:4”, 서울대학교 법
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1호, (2003), pp.1-10.

151) Bagwell, Kyle, George A. Bermann, and Petros C. Mavroidis.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Edited by Kyle 
W. Bagwell, George A. Bermann, Petros C. Mavroidis. (2010).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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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하는 보조금의 유형이나 WTO 보조금 협정상에서는 예시규정인 부

속서 Ⅰ로 보충할 뿐 명확한 해석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크다.

이에 수출보조금에 대한 WTO 판정을 통해 수출보조금 판별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판정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로 수출보조금의 판별과 관련된 일반적 해석원칙이다.

이를 위해 제3조의 조건성 규정과 부속서 Ⅰ이 주요한 수출보조금 판별

의 기준이 되는 바, 이에 대한 WTO 판정기구의 해석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수출보조금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이는 수출보조금 판별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이 가지고 있

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 방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은 구조적으로 판별해내기가 어렵고 이

는 회원국간 분쟁을 심화시킨다. 하지만 수출보조금에 대한 판별원칙은

그 자체로 ‘피해’가 간주되어 타 보조금에 비해 판별원칙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선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1.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 사건

1) 개요

해당 분쟁은 호주 정부가 호주의 Australian Leather Upholstery

Pty. Ltd.의 자회사 Howe기업152)에게 제공한 무상공여(the “grant

contract") 및 여신계약(the “loan contract")에 대해 미국이 호주의 해당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한다고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153)

152) Howe는 호주에서 유일한 자동차 가죽 생산 업체이자 수출업체이다. 자동차 가죽은 
주로 시트 커버 및 헤드 및 팔걸이, 중앙 콘솔 및 도어 트림과 같은 자동차의 기타 
내부 구성 요소에 사용된다.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WT/DS126/R, (1999), para.2.1.

153)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WT/DS126/R, (1999), paras.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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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공여 계약은 3,000만달러를 3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었다. 최초

500만달러에 대한 지급 계약은 원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자금

수수 대가로 판매 목표가 명시되었다. 2차 지급분 1250만 달러는 1997년

7월 역시 특정 판매 목표 달성 조건부로 체결되었으며 1차 판매 목표 달

성 여부를 심사하였다. 3차 지급액 1,250만달러는 역시 같은 조건으로

1998년 7월 체결되었다. 여신계약은 2,500만달러를 최초 5년간은 원리금

상환을 면제하고 차후 10년간 Australian Bonds 이자율보다 2% 높은 이

자를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이는 자금공여계약과는 달리 판매 목표 달성

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154) 미국은 호주가 WTO 보조금 협정 제3.1조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호주가 Howe에 지급하

는 보조금을 지체없이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다.155)

해당 분쟁의 핵심은 ‘사실상의 조건성 판별’에 있었다. 제3.1조의 해

석에 관해 미국은 보조금 협정 역시 DSU 3.2조가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비엔나 국제협약 제31조에 따라 “조약의 주어진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선의로 해석된다”라고 주장하였다.156) 따라서 보조금 협정 제3.1조의 통

상적인 해석에 따라 호주 정부에 의해 Howe사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금

지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WTO 보조금 협정 제3.1(a)조는 “법률에

따라 또는 사실상 다른 여러 조건 중 하나이든 수출실적에 따라 보조금”

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3.1(a)조의 금지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명

시적 보조금(de jure export subsidies) 뿐만 아니라 사실상(in fact) 수출

실적에 근거한 보조금(de facto export subsidies)까지 확대된다고 보았

다.157) 미국은 WTO 보조금 협정 제3.1조 각주 4158)에 대한 해석을 ‘사

154) 김승호, 앞의 책, p.34,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WT/DS126/R, (1999), paras.9.3-9.6, p.95.

155)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WT/DS126/R, (1999), para.5.2.
156)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para.7.78, p.41.
157)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para.7.79, p.42.
158) WTO 보조금 협정의 각주 4의 원문은 다음과 같으며 각주 4에서는 ‘사실상의 조건

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This standard is met when the facts demonstrate that the grant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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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의 조건성’에 대해 법적 조건성 없이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예상되

는 수출실적이나 수출금액에 결부되어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보조금 수혜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사실상의 조건성’의

유일한 요소라고 보았다.159) 호주는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의 조건성’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위는 보조금 협정

제3.1조의 각주 4의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반박하고 해당 조문의 해석

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출보조금을 부여하

는 것이 법적 조건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조건성’인 실제 또

는 예상되는 수출 또는 수출실적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60)

2) 판정

패널은 호주의 조치가 보조금 협정 제3.1조의 수출실적에 따른 ‘법적

조건성’의 경우 미국이 호주의 조치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

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

다.161) 또한 ‘사실상의 조건성’의 해석에 대해서는 ‘contingent’의 용어의

해석에 중점을 두었는데, 결부된다는 것(tied to)은 자금 공여나 보조금

의 유지와 수출실적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보조금의 성격

(nature), 구성 및 운영 방식, 제공될 당시의 환경 등 관련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

금공여나 보조금 유지가 실제 또는 예상된 수출이나 수출실적에 조건이

a subsidy, without having been made legally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is in fact tied to actual or anticipated exportation or 
export earnings. The mere fact that a subsidy is granted to enterprises 
which export shall not for that reason alone be considered to be an 
export subsidy within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159)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para.7.81, p.43.
160)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para.7.100, pp.46-47.
161)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paras.9.48-9.49,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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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해석했다.162) 따라서 패널은 자

금공여계약과 여신계약을 분리하여 심사하였다.

자금공여계약의 경우, 계약의 3개 분할계약 각각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보조금 지급이 예상 수출에 의해 조건화되

었다는(conditioned) 결론에 도달하게 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수출보조

금이라고 판정하였다. 자금공여계약 당시 Howe사는 생산품을 대부분 수

출 중이었고 호주 정부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

문이다.163) 반면 여신계약에 대해서는 Howe사가 어떤 자금에서 상환금

을 조달할지 분명하지 않고 수출대금을 이용하여 대금을 상환할 수도 있

겠지만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건성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

았다. 더욱이 여신계약 자체로는 실제 또는 예상된 수출실적을 연관하는

특정한 연관성(specific link)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여신계약의

경우 수출보조금으로 볼 수 없으며 제3조 제1항 (a)호의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164) 해당 판정에 따라 호주는 Howe사에게 806만 5천

달러를 상환할 것을 요구했고 보조금계약에 따른 모든 존속의무를 종료

하였다.165)

3) 평가

수출보조금 판별에 대해 패널은 ‘조건성 유무(conditioned)’를 기준으

로 판정하였다. 패널이 자금공여계약과 여신계약을 분리하여 판단하여

조건성에 대한 기준의 충족여부를 다르게 판단하였는데, 판매실적 달성

요구의 조항의 유무로 인해 각기 다른 판정이 내려졌다. 자금공여계약과

162)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paras.9.56-9.57, pp.106-107.
163)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paras.9.62-9.72, pp.108-111.
164)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paras.9.73-9.76, pp.111-112.
165) Australia, Subsidies Provided to Producers and Exporters of Automotive 

Leather,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United States, [21 
Januar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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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계약 모두 유사한 계약이었으나, Howe사의 판매의 경우 수출판매였

으며 자금공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을 만족시켜야 하였으므로 수출

판매와 조건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여신계약의 경우 판매실적을 여신

계약의 요건으로 두지 않았으므로 특정한 연관성(specific link)이 없었다

고 보았다.166)

해당 분쟁 판정에서는 ‘법적 조건성’에 대한 판단은 표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으나 ‘사실상 조건성’에 대한 판

단은 종합적인 상황에 따른 보조금의 성격(nature), 구성 및 운영방식,

제공될 당시의 환경 등 관련 제반 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

건별로 고려하여야 할 요건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는

‘사실상 조건성’을 판단할 때, 개별적으로 관련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하며 ‘법적 조건성’과 비교하여 볼 때, 판별 기준이 명확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해당 사건은 조건성의 판별에 있어 각 사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167) 이는

Australia-Leather사건에서 패널의 판정이 어떤 조치가 사실상 수출실적

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그 조치와 수출실적 간

의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며, 그 조치는 수출에 조건지워진 것(conditoned

to export)이어야 한다는 판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기준은 이후

Canada-Aircraft 사건과 Canada-Auto 사건에서 채택된 기준과 유사하

게 확인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조건부(conditoned)에 대한 기준에 있어

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즉, 조건부(條件附)라는 것이 보조

금 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조건인

지, 충분조건인지, 또는 그 외 다른 기준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정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168)

166)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para.9.75, p.112.
167)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Panel), para.9.61, p.108.
168) 김승호, 앞의 책,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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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azil-Aircraft 사건

1) 개요

브라질은 항공기 수출자금조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캐나다는 브

라질의 조치가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고 WTO에 제소하였다. PROEX는

브라질의 1991년 6월 1일 법률 제8187호/91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며, 브

라질 정부는 수출금융제도로 직접자금(direct financing)을 제공하거나 이

자율 균등화 제공(interest rate equalization payments)의 형태로 지원한

다. 브라질은 직접금융을 통해 거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며,

이자율 균등화 제공에 있어 이자차액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에서

차액을 지급한다.169)

캐나다는 수출실적에 따른 PROEX 금융의 조건성(contigent)에 대해

브라질이 수출조건 하에서 해당금융을 이용가능함으로써 수출실적에 결

부되어 있으며(tied to) 수출실적에 따른 조건성을 만족시킨다고 보아 보

조금 협정의 제3.1조(a)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브

라질은 PROEX 금융의 수출실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

지 않았으나, 캐나다 주장과 같이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조치가 아니라

고 반박했다.170) 이와 관련하여 부속서 Ⅰ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으

며, 브라질은 PROEX 금융이 부속서 Ⅰ의 (k)항의 수출신용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material advantage)을 위한 것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서

의 타사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171) 캐나다는

169) Brazil-Export financing programme for aircraft, WT/DS46/R, [14 April 1999, 
Brazil — Aircraft (Panel)], para.3.1. PROEX 이자율 평형 금융이란 브라질 상품을 
구입하려는 구매자가 구매 자금을 대부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이 국제 시장
에서의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그 이자율간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브라질 중앙은
행이 구매자에 대금을 제공한 은행에게 채권을 공여하는 것이다.

170) Brazil — Aircraft(Panel), paras.4.37-4.50, pp.12-16.
171) Brazil — Aircraft(Panel), paras.4.113-4.115, pp.31-32.



- 78 -

이러한 브라질의 주장에 대해 (k)항 단서규정에 따른 예외의 적용이 적

정하지 않다고 보고 브라질이 협정문 각주 5를 포함하여 국제법의 공통

적인 해석의 기준을 적정하게 해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172)

2) 판정

패널은 직접적 자금이전과 잠재적인 직접적 자금이전도 모두 재정적

기여로 보아, PROEX의 이자율 균등화 제공이 WTO 보조금 협정 제1조

의 의미 내의 보조금이며, 제3.1(a)조의 의미 내의 항공기 수출에 따른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보조금이라고 보았다.173) 또한 부

속서 Ⅰ규정과 관련하여 브라질의 PROEX의 이자율 균등화 제공이 수출

보조금 예시목록 (k)항의 ‘수출자 또는 금융기관이 신용을 얻을 때 발생

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부의 지불’을 반대 해석하면 해당

보조금이 허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패널은 브라질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부속서 Ⅰ의 반대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

적으로 보았다.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k)항의 “used to secure a

material advantage”에 대한 해석을 해당 보조금이 없었던 상황보다 유

리한(favourable) 조건이 된다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

브라질의 해석처럼 ‘material advantage’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부여한

우위를 ‘상쇄’한다면 수출보조금이 금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WTO

보조금 협정의 대상과 그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았다.174) 또한 수출실적

에 따른(contingent upon) 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은 국제무역을 왜곡

하는 보조금에 대해 징계하고 규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

였다.175)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으나 판정의 근거는 상이하

172) Brazil — Aircraft(Panel), para.4.55, p.17.
173) Brazil — Aircraft(Panel), para.7.12-7.14, pp.78-79.
174) Brazil — Aircraft(Panel), para.7.25-7.30, pp.80-83.
175) Brazil — Aircraft(Panel), para.7.26,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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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material advantage’의 해석에 관한 통상적인

뜻인 ‘이익’이나 ‘더 호의적이거나 개선된 상황’ 또는 ‘유리한 상황’의 해

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material’에 대한 해석을 놓쳤다고 보았다.

‘material’에 대한 해석은 WTO 보조금 협정 제1.1(b)조의 ‘혜택(benefit)’

과는 상이하여야 한다고 보았다.176) 보조금 예시목록의 (k)항의 첫 단락

은 금지된 항목에 대한 예시이며, 두 번째 단락은177) 첫 번째 단락의 단

서라고 해석했다. 두 번째 단락은 특정 회원국이 공식상의 수출신용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규정에 합치하는 수출신용관행은 수출보조금으로 보

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OECD의 수출신용협약은 CIRR178)인데, 브라질

이 PROEX 금융 지원율이 CIRR보다 낮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

문에 브라질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179)

3) 평가

해당 사건은 수출보조금 판별 여부와 관련하여 부속서 Ⅰ의 규정을

중점적인 쟁점사항에 부쳤으며, 부속서 Ⅰ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조항의

해석에 대해 반대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상계조치에 근

거한 수출보조금 정당화는 불가하다고 판정하였다.180) 따라서 해당 사건

의 판정은 수출보조금에 대한 판별에 대해 부속서 Ⅰ의 예시규정을 중점

176) Brazil- aircraft(AB), paras.176-179, pp.51-53.
177) 그러나 특정 회원국이 1979년 1월 1일 현재 적어도 12개 이상의 이 협정 원회원국

(또는 동 원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후속 약속)이 당사자인 공적 수출신용에 관한 국제
약속의 당사자인 경우, 또는 특정 회원국이 사실상 관련 약속의 이자율 규정을 적용
하는 경우, 이같은 규정에 합치하는 수출신용관행은 이 협정이 금지하는 수출보조금
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78) OECD는 매월 15일 각국의 상업금리를 참조하여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를 발표한다.

179) Brazil- aircraft(AB), paras.180-181, pp.50-53.
180) 김승호, 앞의 책, p.48; Brazil- aircraft(AB), p.39, 한편 해당 판례는 WTO 보조금 

협정의 제3.1.(a)에 대한 해석을 타 회원국의 보조금의 제27조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제3.1조(a)항은 제27.4조의 특정요건이 준수되어야만 제3조가 면제된다
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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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 이는 예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보조금을 판별함에 있어 해당 규정이 중요한 판별 기준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부속서 규정이 보충적인 수출

보조금 판별원칙이 아닌 주요 판별원칙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또한 ‘조건성’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서 부속서 Ⅰ

규정에 해당한다면 제3.1조의 조건성을 만족시킴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

가 없다고 판정했다. Canada – Aircraft 사건에서도 이 논지는 지속되

었다.181)

부속서 Ⅰ의 해석 방향에 대해서도 두 번째 단락에 대한 규정을 첫

번째 단락의 단서규정이라고 해석하여 규정 해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부속서 Ⅰ의 반대해석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예시규정에 대해 반대

해석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판정하여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정

하였다. 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 역시 패널은 한편 보조금 협

정 부속서 Ⅰ을 반대해석(contrario)하는 해석방법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

으며, Brazil-aircraft (article 21.5-Canada Ⅰ) 사건의 판정을 인용하여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Ⅰ의 (j)항을 반대해석할 수 없다고 본 바 있다.182)

이는 해당 판정과 일관되게 반대해석(contrario)을 용인하지 않아, 예시

규정의 반대해석의 불허용에 대한 일련의 해석기준을 정립하였다.

3. US –FSC 사건

1) 개요

181) Mavroidis, Petros C., Mark. Wu,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Law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Documents, Cases & Analysis』, 
(2013), pp.447-448. “We note that satisfaction of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de facto export contingency set out in footnote 4 requires 
proof of three different substantive elements: first, ‘the granting of a 
subsidy’; second, ‘is tide to..’; and third, ‘actual or anticipated exportation 
of export earnings’.”

182) Korea — Commercial Vessels (Panel), WT/DS273/R,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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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는 미국법(US Internal Revenue Code) 제921조-제927조에 따른

특정성 요건을 갖춘 회사로 소득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다. FSC

에 대한 조치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미국 영토 밖의 해외에 소재하여야

하며 해외수출을 위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해외 판매 및 대여활동

을 하여야 한다.183) 미국 조세법에서 미국의 경영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SC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으

로써 FSC에는 과세가 면제되는 부분이 FSC가 아닌 조치에 대해서는 과

세를 하는 결과를 낳는다. FSC의 해외 무역 소득은 ‘반(反)집행연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FSC의 미국 주식회사는 이와 관련된 미국 조세

정책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 배당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총 소득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과세대상이 되

지만 FSC의 모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함으로써 동 부분에 대한 과세

가 제외된다. 따라서 미국의 주식회사들은 FSC의 해외 무역소득에서 발

생하는 이익 배당 전부를 공제받는다.184) EC는 미국의 FSC 조치에 대해

직접세 감면 혜택으로 간주하여 수출보조금이라고 WTO에 제소하였다.

EC는 미국이 복잡한 세금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보조금의

존재를 감추려한다고 보았다. 해당 분쟁에서는 미국의 FSC 조세감면조

치가 보조금 협정 제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에

속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논쟁

의 대상이었다.185) 또한 미국은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Ⅰ의 예시목

록 (e)항의 각주 59에 근거하여 FSC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였다

고 주장하여, 부속서 Ⅰ의 예시목록 (e)의 각주에 대한 해석도 주요 논쟁

요소로 삼았다. EC는 반면 부속서 Ⅰ의 예시목록은 제3.1.(a)조의 일부

예시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86) 또한 EC는 각주 59와 최소

183) United States — 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 
WT/108/R, paras. 4.180-4.189, [8 October 1999, US — FSC(Panel)]

184) 김승호, 앞의 책, p.83; US — FSC(AB), pp.6-7.
185) US — FSC(Panel), WT/DS108/R, para.4.1,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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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de minimis)에 대해서도 수출보조금 지급 금지는 절대적이며

최소허용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87) 또한 미국은 ‘otherwise

due’에 대한 해석을 1981년 GATT 양해에 기반하여 해당 협정의 의미에

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아 수출국의 영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

는 반드시 수출국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보조금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88)

2) 판정

패널은 부속서 Ⅰ의 예시규정이 모든 금지보조금을 예시한 것이 아

니며, 해당 예시목록은 특정 보조금 유형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해석하여 예시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보조금유형은 WTO 보조금 협정

제3.1.(a)조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89) 패널은 최소허용기

준에 대해서도 수출보조금 지급 금지는 절대적이며 수출보조금 판별에

있어 최소허용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90) 또한 FSC 조세혜택

이 보조금 협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부가 받았어야 할(otherwise

due)세입에 해당되는지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회원국의 조세제도라고

판정하였다.191) 따라서 패널은 구체적으로 보조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but for’ 테스트를 하여 해당 문제가 되는 조치가 없었다

면 미국이 징수했을 세입과 비교·분석하였다.192) 그 결과, FSC 조치가

없었다면 미국이 해당 소득에 대해 조세를 부과했을 것이 명백하여 해당

조치는 보조금 협정 제1조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FSC의 조세면제조치가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e)항에 해당하는 수출과

186) US — FSC(AB), WT/DS108/R, pp.159-162. 
187) US — FSC(Panel), WT/DS108/R, para.4.971, p.165. 
188) US — FSC(Panel), WT/DS108/R, paras.4.584-4.587. p.102.
189) US — FSC(Panel), WT/DS108/R, para.4.938-4.942, p.162.
190) US — FSC(Panel), WT/DS108/R, para.4.500, pp.89-90.
191) US — FSC(Panel), WT/DS108/R, pp.273-275.
192) US — FSC(Panel), WT/DS108/R, pp.258-259,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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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관련된 수출보조금이라고 판정했다.193)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but for’ 테스트의 기준의 포괄적 적용에 대

해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패널의 미국의 FSC 조세감면 혜택이 WTO 보

조금 협정 제3.1조 위반이라는 판정을 지지하였다.194) 또한 미국의

‘otherwise due’는 1981년 GATT 양해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해, 1981년 이사회 결정은 임의규정이며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1981년 양해는 WTO 설립협정 제16조 제1항과 관련된

것이지 보조금 협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195) 상소기구는

‘foregoing’이라는 텍스트는 정부가 그렇지 않았다면(otherwise due) 받았

을 수익을 포기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추상적인 권리를

의미할 수는 없으나 비교할 수 있는 규범화된 표준(benchmark)이 존재

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국이 적용한 규칙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

렸다.196) 상소기구는 ‘법적으로 비교가능한 소득’으로 비교하여 ETI

법197)에 대해 ‘but for’ 테스트를 적용하였고 ETI 법에서의 미국 소득세

를 처리하는 방법과 ‘다른(other)’ 외국 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명

백한 대조를 발견하였다.198) 따라서 ETI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적용가능한 조세법에 따라 ‘otherwise’(그렇지 않았다면) 세금을

부과했을 것이다.199) 결과적으로 ‘but for’ 테스트는 법적 관점에서 어떻

게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 검토하여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비교가능한 소득’과의 비교 테스트를 통해 보조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리고 미국이 부속서 Ⅰ (e)항의 각주 59200)에 근거하여 주장한 세금구조

193) US — FSC(Panel), WT/DS108/R, pp.278-279.
194) US — FSC(AB), WT/DS108/AB, p.31, pp.58-59.
195) US — FSC(Panel), WT/DS108/R. pp.118-123.
196) US — FSC(AB), loc. cit., supra no. 63, para.90.
197) “ETI”는 “FSC Repeal and Extraterritorial Income Exclusion Act of 2000”의 

기준이다.
198) US — FSC(AB) Article 21.5, loc. cit, supra no. 68, paras.98–102.
199) U.S. – FSC Article 21.5(AB), loc. cit, supra no. 68, para.103.
200) Any Member may draw the attention of another Member to administrative 

or other practices which may contravene [the arm's length] principle and 
which result in a significant saving of direct taxes in expor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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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이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내린 패널의 판정201)에 대

해서도 상소기구 역시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202)

3) 평가

해당 분쟁은 미국의 국내법을 기초로 한 특정 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조치가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해당 판

정으로 조세 혜택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접세에 대한 기본적인 수출보조금 판별의 기준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직접세에 대한 보조금

에 대한 판정에서 보조금 협정 제1조상 범위규정을 통해 보조금 여부를

검토한 후, 제3조의 요건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보조금의 범위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otherwise due’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여부를 판단하였

다. 이에 대한 해석기준은 이전의 Indonesia-Automobile 사건에서 적용

되었으며 Canada-Autos 사건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이는 자국 세금

구조 내에서의 비교를 기초로 한 것이다. 상소기구가 해당 판정을 통해

두가지 테스트를 고안한 것인데, 어떠한 조치에서 ‘일반적인 규칙’에 대

해 ‘예외’를 구성할 때 ‘but for’ 테스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but for’ 테스트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otherwise due’ 기준에 대해 ‘문제가 되는 조치’가 ‘but for(없었

다면)’ 적용될 상황을 의미한 ‘but for’ 기준으로 해석한 패널의 접근법이

회원국이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없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동 제도를 우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

In such circumstances the Members shall normally attempt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using the facilities of existing bilateral tax treaties or other 
specific international mechanisms,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GATT 1994, including the right of 
consultation created in the preceding sentence.

201) US — FSC(Panel), WT/DS108/R, para.7.18.
202) US — FSC(AB), WT/DS108/AB, para.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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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으로 지적된다.203) 왜냐하면 국내법에 해당하는 그 국가의 세금체제

의 복잡성과 다양성 하에서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예외’와 ‘일반적인 규

칙’을 식별하는 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204) 이같은 판정은 ‘but for’

테스트가 조세혜택의 수출보조금 판별에 있어 해당 기준이 확대 적용됨

을 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여러 사건에서 해당 기준이 적용되었

으나 동 판정에서 상소기구가 제기한 우려와 같이 동 해석 기준을 일률

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해당 판정에서 보조금 협정의 부속서 Ⅰ의 ‘예시규정’이 모든

수출보조금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부속서 Ⅰ에서 예

시되지 않은 수출보조금의 유형에 대해서는 보조금 협정 제3조의 ‘조건

성’이 여전히 기본적인 판별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는 부속서 Ⅰ의 예시목

록은 특정 수출보조금으로 예시된 유형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 판별에

있어 명확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시적인 규정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부속서 Ⅰ은 모든 보조금의 유형을

열거한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관련 기준이 부재하

다면, 기본적인 수출보조금의 판별 원칙인 보조금 협정 제3조를 따라야

함을 시사한다.

제 4 절 관세조정제도의 수출보조금 판별

수출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 및 WTO 판정 분석을 통해 타 유

형의 보조금과 비교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되나 판별 원칙은 상대적

으로 단순화됨을 확인한 바 있다. 수출보조금은 ‘피해(injury)’가 간주됨

에 따라, 기본적인 판별 원칙은 ‘조건성’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부속서에

해당 보조금의 유형이 규정된 경우 보충적으로 부속서 규정의 적용을 받

203) 김승호, 앞의 책, p.93, U.S. – FSC Article 21.5(AB), loc. cit, supra no. 68, 
para.91.

204) US – FSC Article 21.5(AB), loc. cit, supra no. 68, para.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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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앞선 2장에서 WTO 보조금 협정상 ‘허용되는 조세조정’의 범위에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조정’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정은 ① 면제

(exemption), ② 감면(remission), ③ 환급(drawback), ④ 이연(deferral)

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수출과 연관

되어 조정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수출실적과 필연적으로 결부되며 초과된

조정을 통해 제1조의 보조금 범위의 보조금을 구성할 경우 수출보조금을

구성하게 된다.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에 대해 부속서 Ⅰ에 예시규정을 활용하여 위의

[표 7]로 분석하여 조세 혜택을 통한 수출보조금을 B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205) 조세 혜택을 통한 수출보조금에 판별에 있어, WTO

판정기구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해당 행위가 없었다면(otherwise

due)’이라는 가정을 통해 판정하였다.206) 상소기구는 보조금 협정 제1조

(a)(1)(ⅱ)에 따라 조세 혜택이란 정부가 그렇지 않았다면(otherwise

due) 받았을 수익을 포기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았다.207) 이는 추상적

인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비교할 수 있는 규범화된 표준(benchmark)

이 존재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국이 적용한 규칙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판정을 참조할 수 있다.208)

하지만 과연 관세조정에 대해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이라는 가정만

205) 동 논문 pp.45-46.
206) US – FSC(Panel), WT/DS108/R, pp.273-275, US — FSC(AB), WT/DS108/AB, 

p.31, pp.58-59.
207) WTO 보조금 협정 제1.1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1.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subsidy shall be deemed to exist 
if:
(a)(1) 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government"), i.e. where:

   (i) a government practice involves a direct transfer of funds (e.g. grants, 
loans, and equity infusion), potential direct transfers of funds or 
liabilities (e.g. loan guarantees);

   (ii) government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is foregone or not collected 
(e.g.fiscal incentives such as tax credits)1; (중략…), (이탤릭체; 필자 강조).

208) U.S. – FSC(AB), loc. cit, supra no.63, para.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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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출보조금을 판별할 수 있는지 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원

칙상 조정이 불가능한 직접세와 조정이 가능한 관세를 동일선상에 놓고

수출보조금을 판별하기 위해 해당 테스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

다.209) 해당 테스트를 고안한 상소기구 역시 모든 보조금 조치에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but for 테스트) 가정이 사용됨을 경계한 바 있다. 더군

다나 WTO 보조금 협정은 부속서 Ⅰ-Ⅲ을 통해 관세조정제도에 대해

조정의 유형에 따라 단서조항과 허용조항을 통해 관세조정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규정한다. 이는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의 ‘in accordance

with’의 문맥에 따라 GATT 제16조 및 16조의 부속서, WTO 보조금 협

정 각주 1, 부속서 Ⅰ-Ⅲ을 포괄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속서

규정은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

으로 WTO 보조금 협정은 수출물품에 소비된 투입량을 산정함에 있어

부속서 Ⅱ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며, 부속서 Ⅲ과 함께 대체환

급제도의 규정에 따라 관세조정에 대해 범위를 제시한다.210) 특히 관세

환급제도의 경우 타 조세조정의 유형보다 더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조정에 대한 동 규정의 명확한 해석이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조세조정의 경우,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바는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 주체가 수출보조금을 판별하거나 상계관세를 산정

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초과’를 판별하여야하며, 규범값에 대한 ‘발생한

금액’의 산정과 비교값에 대한 ‘조정 금액’의 산정이라는 쟁점에 직면한

다. EU -PET (Pakistan) 사건에서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되어 다툼이 발

생하였으며, 전체 관세조정 금액이 아닌 ‘초과조정금액’만을 산출하여 수

출보조금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정하였다.211)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초

209)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Ⅰ.
210)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 p.185.
211) EU -PET (Pakistan) (AB), WT/DS486/AB/R, paras.5.110-5.138, GATT 1994의 

제16조의 각주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과 동일하며, 초과환급된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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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판별을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관련 조문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관세조정’의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수출과 관련된 ‘관세조정’의 유형

수출과 관련된 ‘관세조정’은 ‘관세’와 ‘조정’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관세’는 ‘수출물품에 직접적으로 부과된 관세’와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

료에 대한 관세’로 나눌 수 있다. ‘수출물품에 부과된 관세조정’의 경우,

그 물품 자체에 대한 조정으로 ‘수입물품’으로 수입된 물품 자체가 수출

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조정이 이루어진다. 반면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부과된 관세’의 산정의 경우, ‘수출물품에 투입될 원재료’

에 대해 관세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수출물품에 투

입된 재료에 대한 관세’는 ‘수입재료’에 부과되나 조정 중, ‘환급’의 유형

만이 수입재료와 국내재료의 대체가 허용된다는 것이다.212)

[표 9] 관세의 유형과 부과된 형태

[WTO 보조금 협정 조문을 해석하여 필자 작성]

대해서만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를 인정하고 전체 감면금액에 대해서
는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부속서 Ⅰ의 (i)항의 각주 58을 검
토하여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또한 Japan - 
Alcoholic Beverage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적은 세액 차이에 대해서도 “초과금지” 
요건을 위반한다고 판정하였다.

212)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Ⅲ의 규정.

관세의 유형 부과된 형태

 수출물품에 부과된 관세
해당 수입물품 자체가 재수출될 

경우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부과된 

관세 

국내재료에 대한 관세 없음

수입재료에 대한 관세
해당 수입물품이 수출물품에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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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세조정’에 있어 ‘조정’의 유형은 [표 10]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수출물품 자체에 부과된 관세의 경우, 관세의 조정에 있어 면제,

감면, 이연, 환급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부과된 관세’의 경우, 그 재료는 수입재료와 국내재료로 구분되며, 수입

재료의 경우 ‘면세’, ‘감면’, ‘이연’, ‘환급’의 조정이 일어난다. 반면, 국내

재료에 대해서는 당초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국내재료와 수입재료의

대체가 허용되는 ‘환급’의 조정만이 가능하다.

[표 10] 관세의 유형에 따른 조정 유형 

[WTO 보조금 협정 조문을 해석하여 필자 작성]

이에 해당 물품에 투입된 발생한 관세 산정과 관련하여 “물리적으로

결합된” 범위와 “정상적인 폐기물”의 해석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관세

환급제도에 있어서는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대한 동일한 품질과 특

성의 수입재료와 국내재료의 대체를 허용하기에 “동일한 품질과 특성”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WTO 보조

금 협정 부속서 Ⅰ-Ⅲ의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관세의 유형 조정의 유형

 수출물품 자체에 부과된 관세

면제

감면

이연

환급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부과된 관세 

국내재료 (수입재료 

대체)에 부과된 관세
환급

수입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

감면

이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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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한 금액에 대한 ‘초과금지’ 규정

GATT 조항과 WTO 보조금 협정에서는 ‘수출과 관련한 간접세와

수입과징금의 조정’에 대해 ‘발생한 금액에 대한 초과금액의 지급 금지’

조건으로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GATT 1994 제

16조의 부속서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D.16. 국내소비를 위한 동종 산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

세가 수출산품에는 면제되거나 관세 또는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환불을 받는 것은 보

조금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또한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각주 1.213) 1994년도 GATT 제16조(제16조 주석)의 규정 및 이 

협정의 부속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소비년도의 동

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

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그러한 관

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다.                                      [필자 밑줄 강조]

213) WTO 보조금 협정은 각주 1에서 GATT와 맥을 같이 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부속서 
규정과 함께 해석됨을 규정하고 있다.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VI of GATT 1994 (Note to 
Article XVI) and the provisions of Annexes I through III of this 
Agreement, the exemption of an exported product from duties or taxes 
borne by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domestic consumption, or 
the remission of such duties or taxes in amounts not in excess of those 
which have accrued, shall not be deemed to be a subsidy. (이탤릭체;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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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조세의 부속서 Ⅰ을 통한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부속서 Ⅰ규정을 중점으로 해석하여 필자 작성]

수출보조금 예시 단서조항
수출시 

조세조정

e.산업적 또는 상업적 기업이 지

불한 또는 지불해야 할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 부과금을 명시적

으로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경감 또는 유예

하는 것

조세 등의 유예가 예를 들

어 적절한 이자가 징수될 

경우에는 수출보조금에 해

당 되지 않음

직접세 

조정 불가

f.직접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국내소비를 위한 생산과 관련하

여 부여되는 이상의, 수출 또는 

수출 실적과 직접 관련된 특별공

제의 허용

직접세 

과세표준 

조정 불가

g.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

련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를 초과

하는 수출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간접세의 면제 또는 경감

초과하는 

간접세의 

조정 불가

h.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

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동종의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를 초과하는,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에 대한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

제, 경감 또는 유예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

입요소에 (폐기물을 정상적

으로 참작하여) 전단계 누

적간접세가 부과된 경우에

는 국내소비를 위해 판매된 

동종 상품에 대하여 전단계 

누적간접세가 면제, 경감 

또는 유예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도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제, 경감 또는 유예될 수 

있음

초과하는 

누적 

간접세의 

조정 불가

i.수출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폐

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수

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

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

감 또는 환급 

특수한 경우 기업은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

질, 동일한 성격의 국내시

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

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

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초과하는 

수입과징금 

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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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속서 Ⅰ은 언급된 조치에 의한 단서규정을 통해 수출금지보

조금의 판별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부속서 Ⅰ에서는 수출보

조금 예시목록을 예시하고 있는데, 총 12개의 수출보조금의 예시조항과

일부 그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구성된다214). Karl Larenz가 지적하였다시

피 법률은 기본적으로 규칙에 가급적 넓은 효력 범위를 인정하고자 하며

규칙에 대한 예외는 가급적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215) 따라서 예시규정

의 단서조항 또한 가능한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216)

이 가운데 다섯 가지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e, f, g,

h, i항)은 GATT 제16조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다. GATT 조항에서

당사자가 간접세(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된) 및 관세 등의 경우 상품에 부

과된 조세조정은 허용되나, 직접세(소득세로 부과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

다고 규정한 것을 상기할 수 있다. 하지만 GATT와 비교하여 WTO 보

조금 협정은 보다 구체적이다. 예시목록 (e)항에서 보듯, 수출과 관련되

214) 부속서 Ⅰ의 “예시규정”이 모든 금지보조금을 예시한 것이 아니며 해당 예시목록은 
특정 보조금 유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해석하였으며 예시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보조금 유형은 SCM협정 제3.1.(a)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US-FSC(Panel), WT/DS108/R, p.162.

215) Karl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chaft, Springer-Verlag, (1991), 
pp.355-356 참조. 이재민, 앞의 책, p.112에서 재인용.

216) Brazil — Export Financing Programme for Aircraft 사건에서 해당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의 조항에 대해서는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이 상이하
였는데, (k)항의 두 번째 단락에 대해 “특정 회원국이 1979년 1월 1일 현재 적어도 
12개 이상의 협정 회원국이 당사자인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국제약속의 당사자인 경
우, 또는 특정 회원국이 사실상 약속의 이자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OECD의 수출
신용관행을 고려하여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서규정 문단은 회원국 간의 규정에 합치하는 수출신용관행이라면 수출보조금
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소기구도 해당 금융규정보다 혜택을 주는 
금융제도가 아니라면 이를 인정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견 수출보조금으
로 볼 수 있을지라도 예시규정의 단서규정에 수출신용관행에 일치한다면 수출보조금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적 관행에 대한 허용규정은 수출
보조금 예시규정의 단서규정 (e)항의 적절한 이자가 징수된다면 수출보조금으로 간주
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수출보조금을 판단함에 있어, 타 회원국
의 상계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단서규정이나 조문에 국제적 규범에 
합치하는 적정한 신용관행이나 국제적 규범에 합치하는 상관행을 고려한다는 조항이 
있고, 해당 보조금이 국제 상관행에 부합한다면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
을 시사한다. (Brazil- export financing programme for aircraft,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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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세, 또는 사회복지세 또는 산업 또는 상업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면제 또는 이연은 금지되는 수출보조금을 구성

한다. 다만, 국제법 규범에 합치하는 신용관행이나 적정한 이자가 징수되

는 경우 수출보조금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반면 간접세의 경우

에는 수출품의 생산과 분배에 관련된 경우의 면제나 감면은 오로지 국내

의 동종물품에 대한 생산과 분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을 구성한다.217) 이에 따라 간접세, 누적간접세,

그리고 수입과징금의 조정을 규정하는 (g), (h), (i) 조항의 경우 직접세

와 달리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감면, 환급, 면제, 이연이 허용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218)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직접세와 조정

이 가능한 수입과징금에 속하는 관세는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각기

다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 ‘환급’은 관세의 발생시기와 조정시기가 달리 이루어지는데, 부

속서 Ⅲ의 제2.5조에 의하면 이에 대한 적정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같이 WTO 보조금 협정은 ‘초과조정금액’의 발생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하게 되어 명백히 금지됨을 알

수 있다.

2.5.219)“환급제도에 따라 환불되는 금액에 정부가 이자를 지급할 경우 

217) Jan Wouters and Dominic Coppens. “An overview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Including a Discussion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2010), pp.40-41.

218) Korea — Commercial Vessels(Panel), WT/DS273/R, para.8.699, p.158, 해당 
판례에서 부속서 Ⅰ의 반대해석은 용인되지 않으며 “Brazil-aircraft (article 
21.5-CanadaⅠ)”판정과 일관되게 반대해석(contrario)을 용인하지 않아 반대해석의 
불허용에 대한 일련의 해석 기준을 정립한 바 있어, 반대해석에 있어 위의 해석은 일
련의 한계점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219)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Ⅲ은 제2.5조에 관세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못함
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초과 조정의 발생에 대한 경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An excess drawback of import charges in the sense of paragrap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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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불된 또는 지불할 수 있는 이자의 범위내에서 (i)항의 의미내에

서의 수입과징금의 초과환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속서 Ⅰ-Ⅲ 규정 역시 수출보조금에 대해 보충하나 ‘적정

한 조정금액’의 산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 관세

의 조정을 허용하는 이상, ‘초과’의 판별 규정이 관세조정 수출보조금에

판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WTO 보조금 협정에서 ‘규범

값’과 ‘비교값’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출보조금 판별에 고려

되어야할 범위규정을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규정에만 규정하고 있어

조문상의 한계점을 갖는다. 더욱이 다수의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허용규

정이 ‘초과’에 대한 해석을 혼란스럽게 한다. 부속서 Ⅰ의 (i)항의 수출보

조금 예시조문 및 단서규정과 부속서 Ⅱ-Ⅲ의 규정은 관세조정에 있어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세조정에 있어 ‘초과’를 판별할 때

적정히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물품 자체에 부과된

관세’와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부과된 관세’의 유형으로 나누어 발

생하는 법적 쟁점과 해석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1) 수출물품 자체에 부과된 관세

수출물품에 부과된 관세의 조정은 ‘조정’의 유형은 ‘수입물품’이 그대

로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른 조정이 이

루어지는 것이다. 수입시점의 수입관세 부과에 대한 ‘면제’, ‘이연’, ‘감면’

과 ‘수입관세의 부과’ 후에 이루어지는 조정인 ‘환급’의 범위에서 이루어

진다. ‘수입제품’과 동종상품인 ‘국내제품’ 간에 수입시점의 부과되는 조

세에 대한 형평성과 관련하여 ‘동종상품(Like product)’의 범위에 관해

would be deemed to exist where governments paid interest on any monies 
refunded under their drawback schemes, to the extent of the interest 
actually paid or payable. (이탤릭체;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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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있으나220), 이는 수입 시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종상품에 부과되

는 국내물품에 대한 문제이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2)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부과된 관세

수출물품에 부과된 투입된 재료에 부과된 관세와 관련하여,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수출물품

에 투입된 재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쟁점이 발생한다. 첫째, 수출

물품에 투입된 재료와 관련하여 “물리적으로 결합된” 범위에 대한 해석

사항에 관한 쟁점이다. 둘째, “정상적인 폐기물”의 범위에 대한 쟁점이

다. 한편 부속서 Ⅲ에서는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관련하여 수입재료

와 국내재료의 대체를 허용하는 관세의 환급에 대해 규정한다. 이는 실

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내재료에 대해서도 수입재료와 동일한 품질

과 특성이라면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품질과 특성”

과 관련한 해석 과 관련한 쟁점이 발생한다. 다만, 해당 범위규정은 동일

하게 부속서 제2장 조문 서문에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

는다. 또한 아래의 조문 해석에 따른 각각의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

220) OECD, 『The Political Economy of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OECD 
Publishing, Paris, pp.95-96; ‘동종 상품’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발
생한다. 해당 조문에 있어,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데 “동종상품”(like product)의 해
석과 관련하여 국내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종”에 대한 해석 사항이다. 이는 GATT 협
정을 포함하여 GATT 작업반 보고서에서 정의되지 않았으며 각각의 사례에 따라 정
해야 한다고 보았다. GATT 작업반 보고서에서는 ‘like’의 해석에 대해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사용되는 최종용도, 사용자의 기호와 습관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제
품의 특성, 본연의 특성과 품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Tuna-Dolphin 
사건에서 패널은 ‘like’라는 용어에 대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다름은 고려대상이 아
니라고 판정하였으나 이는 Shrimp- Turtle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과정을 고려한 사
항이 비차별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 판정은 
Tuna-Dolphin사건에서도 인용되었다. 또한 Japan-Alcohol사건에서 상소기구는 
‘like’의 해석에서 수입물품과 국내물품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단 수
입물품과 국내물품이 ‘동종’(like) 물품이라고 판정된다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은 “동종동질 국내물품에 부과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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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해 제4장에서 상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① 물리적으로 결합된(physically incorporated)

GATT는 수출물품에 부과된 투입재료와 관련하여 “물질적으로 결합

된”(physically incorporated) 범위에서 부과된 세금은 환급될 수 있다고

허용한다.221) 또한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Ⅱ는 수출물품 “생산과정

에서의 투입요소(input)의 소비(consumption)에 관한 지침”을 두어 수출

물품에 투입된 재료의 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222) 여기서 “물

리적으로 결합된”이라는 조문 규정은 수출시 조세조정의 범위에 포함되

는 재료에 대한 범위의 쟁점을 발생시킨다. 일부 학자들은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생산단계에서 사용된 자본재를 포함하여 조정

이 가능하다고 보아 GATT 부속서 제16조와 WTO 보조금 협정의 각주

1에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조세”(taxes borne by the like product)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에 부

과된 간접세도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23) 하지만 이는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의 ‘in accordance with’의 의미에 대해 India

221) OECD, 앞의 책, p.95 참조.
222) 부속서 Ⅱ의 제1조에서는 간접세 할인제도와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을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Indirect tax rebate schemes can allow for exemption, remission or 
deferral of prior-stage cumulative indirect taxes levied on inputs that are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product (making normal 
allowance for waste). Similarly, drawback schemes can allow for the 
remission or drawback of import charges levied on inputs that are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product (making normal 
allowance for waste). (이탤릭체; 필자 강조).

223) 이천기, “탄소세에 대한 수출 국경세조정 가능성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15(2), 
(2017), p.98에서 재인용, Christian Pitschas, “GATT/WTO Rules for Border 
Tax Adjustment and the Proposed European Directive Introducing a Tax 
on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Energy”, 24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995), p.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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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에서 패널과 EU - PET (Pakistan)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문맥에 따라 ‘in agreement’, ‘in conformity’, ‘in

harmony’의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각주 1, 각주 주석, 부속서 모두와 조

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협정과 모순되는 주장

이다.224) 이와 관련하여 WTO 보조금 협정 Ⅱ의 다음 규정을 살펴본다.

2.3.225)“투입요소가 생산에서 사용되고, 수출상품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경우 조사당국은 이러한 투입요소를 물리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취급하여

야 한다. 회원국은 투입요소가 생산에 투입된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최종

상품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한다.”                 [필자 밑줄 강조]

해당 조항은 수출물품에 부과된 투입요소가 물리적(physically)으로

투입(input)되고, 물리적(physically)으로 존재(present)한다면, 이는 투입

된 것으로 간주되며 투입된 형태가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규정한

다. 또한 투입재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투입되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투

입요소가 동일한 것이 최종 제품에서 확인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제조

등에 따른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는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물리적

(physically)의 통상적 의미는 단어의 뜻에 입각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접촉할 수 있고 보여지는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이다. 즉, 최종

적으로 투입되는 요소가 자본재와 같은 물리적으로 포함될 수 없는 형태

는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에서 패널은 관세조정의 범위에 있어, 자본재는 “공장, 기

224)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171.
225) 부속서 Ⅱ의 제2.3조에서는 수출물품에 투입되는 재료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존재함으로 표현되어 자본재를 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nvestigating authorities should treat inputs as physically incorporated if 
such inputs are used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are physically 
present in the product exported. The Members note that an input need 
not be present in the final product in the same form in which it entered 
the production process. (이탤릭체; 필자 강조).



- 98 -

계, 장비 또는 부분품”이며 “제조 또는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것

이다”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포장기계, 발전설비, 테스트 장비, 리프트 등

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물질적으로 결합

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며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반영하여야 한다

는 주장 또한 기각하였다. 또한 생산에 투입된 재료에 대해 촉매를 포함

하는 것에 대해 그 사실이 자본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고 판정했다.226) 따라서 관세의 조정 대상으로 간접재료에 포함되는

공장가동비용인 냉방비와 난방비, 작업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감가상각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②정상적인 폐기물(Normal allowance for waste)

해당 조항에서는 ‘수출물품에 투입된 관세’와 관련하여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대한 ‘간접세의 할인’을 포함하여 ‘수입과징금(관세)’의 환

급을 허용(“can allow”)한다. 부속서 Ⅰ에서도 ‘간접세의 할인’과 ‘수입과

징금 환급제도’ 적용시 수출물품의 투입요소에 있어 정상적인 폐기물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227) 특히 관세환급제도에 있어,

타 유형의 관세 조정과는 달리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의 고려 시에 “정

상적인 폐기물”에 대해 관세환급을 통한 조정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투

입된 재료에 대한 고려 범위가 넓어진다. “폐기물의 정상적인 참작”의

취급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4.228)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특정 투입요소의 양을 결정할 때에는 "

226)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s.7.202-7.211, 이
와 관련하여 인도는 상소기구에 상소하였으며 패널 판정은 아직 채택되지 않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27) 이는 각각 부속서 Ⅰ의 (h)항과 (i)항의 규정과 일치하게 규정한다.
228) 부속서 Ⅱ의 제2.4조는 “폐기물”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소비”되거나 

“재생”되거나 “사용”되거나 “판매”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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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정상적인 참작"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같은 폐기물도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폐기물이란 용어는 생산과정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주어진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되지 않으

며(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동일한 제조자에 의해 회수, 사용 또는 매각

되지 아니하는 투입요소의 일부를 말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정상적인 폐기물”이란 ① 독자적인 기능

(independent function)을 수행하지 않고, ② 비효율적으로 소비되지 않

으며, ③ 동일한 제조자에 의해 회수, 사용 또는 매각되지 않을 것을 조

건으로 한다. 동 협정문에서 독자적인 기능이란 별도의 기능이 존재하지

않고 폐기물로서 제조 전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비효율적인 소비란, 통상적인 의미상, 제조 과정에서 당연하

게 발생하여야 할 폐기물이 아닌 제조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등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회수, 사

용 또는 매각된다는 의미는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용도로 인한 폐기

물 외의 용도로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뜻으로 해당 제조에 투

입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해당 협정은 제2.5조는 “정상적

(normal)”이라는 판단에 ① 생산과정, ② 수출국산업의 평균적인 경험,

③ 다른 기술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의 양을 합리적으로 고려했는지 여부가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의 정량

적인 산정에 있어 중요한 쟁점임을 명시하고 있다.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a particular input that is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product, a "normal allowance for wast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such waste should be treated as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product. The term "waste" 
refers to that portion of a given input which does not serve an 
independent function in the production process, is not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product (for reasons such as inefficiencies) 
and is not recovered, used or sold by the same manufacturer. (이탤릭체; 
필자 강조).



- 100 -

2.5.229)주장된 폐기물에 대한 참작이 "정상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
사당국은 생산과정, 수출국산업의 평균적 경험, 그리고 다른 기술적 요소

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조사 당국은 폐기물의 양이 조세 또는 관세할

인 또는 경감에 포함되는 용도의 것일 때, 수출회원국의 동 폐기물의 양
을 합리적으로 계산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동 협정의 부속서 Ⅱ는 “정상적인 폐기물”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

지만 일정한 요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 문맥적 의미의 정상적

(normal)이라는 뜻은 보통의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일상적(usual)이고

평범한(ordinary)한 것230)이다. 문맥적 의미에 따르면, 비정상적이고 예기

치 못한, 평균적이지 않게 과다하게 발생된 양은 정상적인 손모량의 범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협정문은 “정상적”인 범위를 고려함에 있

어 수출당사국의 산업의 평균적인 경험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유발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적정한

예시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③ 동일한 품질과 특성(sam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수출물품에 투입된 투입요소에 대한 산정”에 대해 부속서 Ⅰ의 (i)

229) 부속서 Ⅱ의 제2.5조는 “폐기물”의 범위에 대해 수출국의 경험 및 기술적 요소를 고
려할 것을 규정하여 수출국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험과 기술적 요소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The investigating authority's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claimed 

allowance for waste is "normal"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production 
process, the average experience of the industry in the country of export, 
and other technical factors, as appropriate. The investigating authority 
should bear in mind that an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the authorities 
in the exporting Member have reasonably calculated the amount of waste, 
when such an amount is intended to be included in the tax or duty 
rebate or remission. (이탤릭체; 필자 강조).

230)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Something that is 
normal is usual and ordinary, and is what people ex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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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단서규정과 부속서 Ⅲ 규정을 통해 “수입제품”과 “국내제품”이 동

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재료 간 대체를 허용하여 수입

과징금의 환불이나 환급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품질과 특

성”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부속서 Ⅰ의 (i)항의 수출보조금

예시조문 단서규정으로서, 기업은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이며

동일한 성격의(sam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경우,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 이루어지면 해당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다고 규정한다. 또한, 부속서 Ⅲ의 제1조에서는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

환급제도 판정지침을 두고 있는데, 환급제도는 투입요소가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고, 그리고 그 다른 상품의 수출이 수입된 투입요소

를 대체하는 투입요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 국내산 투입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요소에 대한 수입과징금의 환불이나 환급을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부속서 Ⅰ의 (i)항과 연계된다.

  1.231) 환급제도는 투입요소가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고 그

리고 그 다른 상품의 수출이 수입된 투입요소를 대체하는 투입요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 국내산 투입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요

소에 대한 수입과징금의 환불이나 환급을 고려할 수 있다. 부속서 Ⅰ

의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i)항에 따라, 대체환급제도가 환급이 청구되

는 수입된 투입요소에 최초에 부과되는 수입과징금의 과잉환급을 초래

231) 부속서 Ⅲ의 제1조는 환급제도에 대해 “can”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하여 동일한 품질
과 특성의 수입재료와 국내재료의 대체를 허용하고 있다. 

   
   Drawback systems can allow for the refund or drawback of import 

charges on inputs which are consumed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another product and where the export of this latter product contains 
domestic inputs having the sam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as those 
substituted for the imported inputs. Pursuant to paragraph (i) of the 
Illustrative List of Export Subsidies in Annex I, substitution drawback 
systems can constitute an export subsidy to the extent that they result in 
an excess drawback of the import charges levied initially on the imported 
inputs for which drawback is being claimed. (이탤릭체;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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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범위내에서 대체환급제도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다.       

                                                 [필자 밑줄 강조]

여기서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재료”에 대한 적정한 해석이 필요하

다. 원문에서는 ‘same’이란 텍스트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

한 구체적인 범위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WTO 관세평가협정의 범위규

정을 참고한다면, 해당 조문에서 “동종동질 물품(identical goods)”의 범

위는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same) 물품(외양의 경미한

차이는 불문함)으로 규정한다.232) 하지만 이는 단지 참고할 수 있을 뿐

WTO 보조금 협정 내에서 규정한 바가 아니기에 협정 내에서 별도의

범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의 경우 특정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재료”를 해석함에 있어 자국의 같은 HS CODE

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233) 하지만 같은 HS CODE를 가진다는 것을 ‘동

일한 특성과 품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다. 왜냐하면 HS CODE는 특별히 특정 물품이 분류되는 호와 그렇지

않은 잔여적 성격을 지니는 ‘기타(Other)’ 호가 존재하여, 잔여 호에 분류

되는 경우, 무수히 많은 특성을 가진 물품이 같은 코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동일한 특성과 품질”에 대한 조문의 해석 차이는 분

쟁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재료와 국내재료의 대체를 규정하는

232)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5조: “동종동
질상품”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성가를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의미한
다. 외양상 경미한 차이는 그 밖의 점에서는 정의에 일치하는 상품이 동종동질상품으
로 간주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his Agreement: “identical goods” means goods which are the same in 

all respects, including physical characteristics, quality and reputation. 
Minor differences in appearance would not preclude goods otherwise 
conforming to the definition from being regarded as identical; (이탤릭체; 
필자 강조).

233) U.S.C §1313. “Drawback and refunds, 미국의 경우 대체재료의 해석에 있어 같은 
HTS를 가지고 있는 물품은 동일한 품질과 특성 물품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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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특성과 품질”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동일한 특

성과 품질”의 수입재료와 국내재료의 대체를 허용하는 규정은 관세환급

제도에서만 허용된다. 이 가운데 정액환급제도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초과에 대한 해석을 혼란스럽게 하여 무역을 왜곡시킨다.

또한 관세환급제도의 대체허용규정은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어 부과된 관

세가 다른 수입재료 간의 대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와 관련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크며, 초과환급에 대해 제도적으로

허용할 위험성이 크다.

3. 관세조정제도의 조사규정

관세조정제도와 관련하여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에서는 각각 규정한

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속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한

다. 관세조정제도의 조사규정은 부속서 Ⅱ-Ⅲ의 제2조 서문에 공통적으

로 상계관세부과를 위해 규정된 제2.1조에서 제2.5조의 조문이다. 동 조

사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조사가 수출보조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234)와 해당 조사규

정의 흠결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바 있

다.235)

그러나 관세조정제도의 조사규정은 오직 상계관세부과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출보조금의 판별 규정에 원용할 수 없다. 이는

수출보조금이 부정적인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금지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된다. 수출보조금을 판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보조

234)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WT/DS541/R [31 October 2019,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235) European Union — 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Polyethylene 
Terephthalate from Pakistan, WT/DS486/R[6 July 2017, ‘EU - PET 
(Pakistan) (Panel)], WT/DS486/AB[25 May 2018, EU - PET (Pakistan)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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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구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보조금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신호등’과 같은 구조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금지

보조금은 ‘빨간불’에 속한다.236) 따라서 수출보조금은 ‘부정적 효과’를 입

증할 필요가 없기에 입증책임은 상대국으로 전환된다. 이는 수출보조금

판별의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더 많은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표 12]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의 조사규정

[부속서 Ⅱ-Ⅲ을 규정을 해석하여 필자 작성]

부속서 Ⅱ-Ⅲ의 조사규정은 상계관세조사의 일부로서 조사를 진행할

때, 동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조사국이 이를 ‘확인하는 제도 또는 절차

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며, 절차의 보유에서 끝나지

않고, ① 추가적으로 동 제도가 합리적(reasonable)인지, ② 의도된 목적

236) Mavroidis, Petros C., Mark. Wu,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Law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Documents, Cases & Analysis』, 
(2013), p.423. 

규정 부속서 Ⅱ 부속서 Ⅲ

조사당국

에 의한 

조사

①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 

및 그 양을 확인하는 제도 또는 절차

를 보유하고 적용

① 국내재료 대체에 대한 검

증제도와 절차의 존재하고 적

용

②

-추가적으로 동 제도가 합리적

(reasonable)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

(effective)인지 

-수출국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상관행(commercial practice)에 

입각하고 있는지

②

-추가적으로 동 제도가 합리

적(reasonable)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

(effective)인지 

-수출국내에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상관행(commercial 

practice)에 입각하고 있는지

수출국에 

의한 조사
③ 초과환급 발생 여부 검토 ③ 초과환급 발생 여부 검토

제12.6조

에 의한 

조사

④ 구체적인 검증절차을 원용할 수 

있음

④ 구체적인 검증절차를 원용

할 수 있음



- 105 -

을 위해 효과적(effective)인지, ③ 수출국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관행(commercial practice)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결정될 경우, 초과조정금액이 발생 여부를 검

토하기 위해 조사가 수행된다. 본 규정에서는 검증제도의 존재와 확인하

는 절차의 존재 여부가 우선적인 검토 사항이다.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한다면, 해당 절차가 합리성과 목적에 따른 효과성에 합치하는지 검

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검증절차는 동 협정 제12조 제6항237)에 따라

실제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고(can) 규정하여 조사규정을 보충한다. 이

와 관련하여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는 보조금 협정 제5부를 따라야 하는

데 동 규정에서는 “할 수 있다(can)”고 규정되어 해당 조문의 흠결에 대

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된 EU -PET

(Pakistan)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유럽연합이 ‘추가 검사’ 과정에

서 조사를 통해 초과환급금을 산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속서 Ⅱ의 제

2.2조는 ‘추가 검사’가 수행되지 않으면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

시하지 않아도 조사당국은 초과환급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제12조 6항에

명시된 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238) 현재 부속서의 규정상,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제12조 6항의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can)

237) WTO 보조금 협정 제12.6조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5부의 규정과 함께 규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may carry out investigations in the territory 
of other Members as required, provided that they have notified in good 
time the Member in question and unless that Member objects to the 
investigation. Further,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may carry out 
investigations on the premises of a firm and may examine the records of 
a firm if (a) the firm so agrees and (b) the Member in question is notified 
and does not object.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nnex VI shall apply to 
investigations on the premises of a firm. Subject to the requirement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authorities shall make the results of 
any such investigations available, or shall provide disclosure thereof 
pursuant to paragraph 8, to the firms to which they pertain and may 
make such results available to the applicants. (이탤릭체; 필자 강조).

238)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note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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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나 상계관세의 부과 시에는 전체 보조금 협정문의 체계에 근거하

여 제5부의 제12.6조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당국의 검사에 앞서 검증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수출회원국의 추가적인 검사가 수행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would need to be carried out) 규정한다. 이는 ‘초

과’에 대한 판정 전에 각각 부속서 Ⅱ의 제2.2조 및 부속서 Ⅲ의 제2.3조

를 통해 수출회원국의 추가적인 검사는 최종적으로 초과조정금액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맥락에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이처럼

수출회원국에 조사 권한을 우선 부여하는 것은 ‘수출국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관행(commercial practice)에 입각’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는 규정과 연관된다. 이는 최대한 수출국에게 항변의 기회를 제공하여

분쟁을 막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동 조사규정은 상계관세

에 대한 조사를 규정하는 제5부의 규정과 달라 혼란을 초래한다. 더구나

‘수출국이 수행하는 조사’가 갖는 효력과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관세조정 조치에 대해 수출보조금이라는 이의를 제기하기 전

에 해당 ‘조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냐는 문제와 관련하여,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에서는 패널은 인도가 주장한 ‘이의를 제

기하기 전에 조사기관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조금 협정의

각주 35는 제2부와 제3부의 조항이 제5부의 조항과 병행할 수 있으나,

제2부와 제5부가 항상 병렬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고 보아, 부속서 Ⅱ에 해당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제12조

6항에 해당하는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고 판정하였다.239) 이는 입증책임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현행 보조금

협정은 모든 형태의 보조금 조사에 있어 조사당국의 입증책임을 명백히

의도하고 있다.240) 하지만 수출보조금 판별의 제소에 있어, 제5부에 따른

239)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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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의 이행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기에 해당 사건에서 패널

판정은 입증책임을 보조금의 구성을 주장하는 국가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해 입증책임을 사실상 전환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수

출보조금은 금지보조금에 속하므로 금지보조금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간

주되고 보조금으로 인해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가 발생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금지보조금에 대해서는 WTO 제

소 시 일반적인 WTO 분쟁절차보다 신속한 절차가 적용된다.241) 즉 수

출보조금의 제소에 있어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수출보조금의 판

별 규정에 있어 최소허용기준이 고려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철회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수출보조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점은 더 많은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같

은 관세조정을 통한 수출보조금 판별기준은 신중히 고찰되어야 한다. 그

러나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Ⅱ-Ⅲ의 조사규정은 동일하게 제2조의

서문을 통해 상계관세부과와 관련하여서 조사규정을 원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기에 결국 동 조사규정은 관세조정 수출보조금 판별에 있어 고려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조문 부재의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부속서 Ⅱ-Ⅲ 조사규정에서는 동일하게 수출국의 상관행

을 고려할 것을 규정한다.242) 이와 관련하여 각각 EU -PET (Pakistan)

240) 이재민, 앞의 책, pp.349-352, 보조금 협정을 포함한 WTO 협정 운용에 있어 기본적
으로 입증책임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제소국이, 그리고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조사당국이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41) KIEP,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
점”, (2020), pp.5-6.

242) 부속서 Ⅱ.2.1 : “간접할인제도 또는 환급제도가 수출상품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대한 간접세 또는 수입과징금의 과도할인 또는 과잉환급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된다고 
주장될 경우, 조사당국은 먼저 수출회원국의 정부가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
소 및 그 양을 확인하는 제도 또는 절차를 보유하고 적용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제도 또는 절차가 적용된다고 판정되면, 조사당국은 그 다음에는 이러
한 제도나 절차가 합리적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인지, 수출국내에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상관행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나 절차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 당국은 정보를 검증하거나, 이러한 제도나 절차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 제6항에 따라 특정한 실제적인 검사 실
시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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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제소국인 파키스탄과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사

건에서 피제소국인 인도는 부속서 Ⅱ-Ⅲ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수출국

의 상관행에 입각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국

의 관세조정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WTO 판정기

구는 두 사건 모두 해당 주장을 참조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이와 같은 ‘수출국의 상관행’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세 조정제

도에 있어 행정시스템의 발전에 따른 일련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한 것

으로 해석되나 해당 조항의 문구는 자의적인 해석을 유발한다. 또한 조

사규정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기준 역시 조사당국이 판단하기에 지극

히 상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다.243)

제 5 절 관세조정제도 관련 수출보조금 판별의 판례

관세조정제도와 관련된 WTO 분쟁 사례의 경우, 당사국의 관세조정

제도와 관련된 WTO 보조금 협정문 각주 1, 부속서 Ⅰ-Ⅲ에 대한 해석

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는 관세조정의 조치가 ‘조세’와 관

련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보조금을 판별해내기 쉽지 않아 앞

으로도 다수의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더구나 관세조정에 대해 규

정한 WTO 보조금 협정 규정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으며 불명확한

조문으로 인해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조정에 따

     부속서 Ⅲ.2.2.: “대체환급제도가 보조금을 수반한다고 주장될 경우 조사당국은 수출
회원국의 정부가 검증제도 또는 절차를 보유하고 적용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제도 또는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고 판정되면, 조사당국은 그 다음에는 
동 검증 절차가 합리적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인지, 수출국내에서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상업적 관행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조사하여야 한다.”(중략 … )

243) 상업적 합리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도 동서양 간 현격한 문화적 상이성으로 인해 민간
주체 간 상업 거래의 형성은 여전히 상이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러한 판단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그 판단의 주체가 다름 아닌 외국 정부의 조사당국
이라는 점은 결국 WTO 회원국 조사당국 조사관이 외국 행정부가 시행한 정책에 관
하여 그 합리성을 판단하거나 이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것에는 기본적인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재민, 앞의 책, pp.26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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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수출보조금 판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WTO 판정기구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검토하여 관세조정에

대한 해석 원칙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조세 혜택에 따른 수출보조

금 판별기준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면(otherwise due)’의 테스

트244)를 적용하여 해당 국가의 조세구조에서 비교하여 판별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관세의 조정’은 WTO 보조금 협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조세조정이고 관련 규정에 대한 적정한 고려가 필요하다.

1. EU -PET (Pakistan) 사건

1) 개요

해당 분쟁에서는 파키스탄은 유럽연합이 DSU 제4조, WTO 보조금

협정, GATT 1994의 제23조를 위반했다고 제소하였다.245) 이 사건은 파

키스탄은 수입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해 MBS 제도를

적용하여 관세조정하였는데, 유럽연합이 이를 수출보조금으로 보아 전체

관세조정 금액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정한지 쟁점이 되었

다.246) 파키스탄은 유럽연합이 MBS 제도(Manufacturing Bond Schem

e)247)를 수출실적에 따른 보조금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유

244) U.S. – FSC(AB), loc. cit, supra no. 63, para.90.
245)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p.12.
246)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para.2.1, p.14, Arevik 

Gnutzmann-Mkrtchyan, & Van Damme, “Expired Measures, Excess Duty 
Drawbacks and Causation: The Appellate Body Report in EU–PET 
(Pakistan)”, World Trade Review, 19(2), (2020)

247) MBS 제도에 관해 1) 파키스탄의 MBS 제도는 인증 기업들이 수출의 과정에 사용한
다면 수입세가 부과되지 않은 투입자재를 투입하여 생산자재로 쓰는 것을 허용한다. 
MBS 제도에서는 인증기업이 중간자재를 수입할 때, 수입세를 유가증권으로 게시하
고, 파키스탄은 회사가 해당 투입물에 대한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 회사에 제품 수출 
시 해당 기업에 담보를 송금한다. MBS와 같은 제도(국내 생산자에게 만약 수출과정
에 투입재가 소비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및 관세환급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파키스탄의 PET 생산 및 수출업체인 Novatex는 MBS 제도를 사용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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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이 ‘재정적 기여’의 존재여부와 ‘혜택’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하였으

며, WTO 보조금 협정 제3.1조에 대해 부정확한 해석을 하여 수출보조

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 잘못 판단하였으며,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Ⅰ, GATT 1994 제3항 등에 어긋나게 해석하였다고 주장하였다.248) 특히

유럽연합이 부속서 Ⅱ의 제2조에 대해 전체적으로 위반하였다고 주장했

는데, 초과 감면(환급)의 존재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으며 MBS 제도와

과정을 검증할 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업적 원칙’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패널이 MBS 제도가 WTO 보조금 협정의

부속서 Ⅱ에 의해 해석된다고 판단한다면, 부속서 Ⅱ 전체, 부속서 Ⅱ의

제2조에서 규정한 초과환급의 존재를 조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과

상업적으로 보통 수용 가능한 원칙에 의거해 MBS 제도를 확인하는 과

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이 해당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밝혀

달라고 제소했다. 또한 패널이 MBS 제도가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Ⅲ에 의해 해석된다고 판단한다면, 파키스탄은 부속서 Ⅲ의 2항 전체, 부

속서 Ⅲ의 초과환급의 존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부속서 Ⅲ의 2

의 (2)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출국의 상관행에 따른 수용가능한 원칙에

따라 검증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근거하여 유럽연합이 WTO 보조

금 협정을 위배한 것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유럽위원회는 파키스탄

의 수혜자인 Novatex에 송금된 모든 관세를 Novatex에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제된 수입관세의 형태로 수출실적에 따라 상계 가능

한 보조금으로 간주했다.249)

파키스탄은 유럽위원회가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적 기여’의 존재를

부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WTO 보조금 협정 제

1.1(a)(1)(ii)조의 의미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정부 수입’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파키스탄은 MBS 제도와 같은 관세환급제도와 관련하여

입 PET 생산 투입물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받았다. 
248)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para.3.1, p.13.
249)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para.7.32,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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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 협정의 각주 1에 제1.1(a)(1)조의 목적에 따라 ‘재정적 기

여’는 초과환급금으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파키스탄은 각주 1이 1994년도

GATT 제16조(제16조에 대한 주석)의 조항 및 부속서 Ⅰ-Ⅲ까지의 조항

에 부합하고 파키스탄은 이러한 맥락에서 ‘일치하다’는 의미가 언급된 조

항이 각주 1과 동일한 규칙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250)

유럽연합은 Novatex가 MBS 제도에 따라 발생한 금액에 비교하여

초과면제를 통한 혜택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위원회는

MBS 제도를 적용한 것이 WTO 보조금 협정 제1조의 ‘정부 수입을 포

기하는 형태의 수출보조금’이라고 결론지었다. 잠정적 결정에서 재정적

기여분은 ‘포기된 정부 수입’은 초과된 관세의 면제금액이 아니라 미지급

된 관세의 총액이었으며, 상계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 감면금액이 아닌

미지급 전체 관세’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조금은 MBS 제도에

따라 수입투입자재에 대해 면제된 수입관세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유

럽연합은 파키스탄이 수출 제품의 생산에 투입물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와

그 양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 시스템 또는 절차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효과적으로 적용된 검증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지만 관련 실제 투입된 양에 기반한 추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251)

2) 판정

패널은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제소국인 파키스

탄이 그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았다.252) 더욱이 패널은 WTO 보조금 협

250)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para.7.31, p.24. 
251)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para.7.57, p.31.
252)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para.7.13, 패널은 이에 대해 부속서 

Ⅱ의 2의 (1)항과 부속서 Ⅲ의 2의 (2)항은 다양한 의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a) 수
출회원국 정부가 수출제품의 생산에 소비되는 투입물과 양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또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b) [검증] 시스템 또는 절차를 검토하
여 의도한 목적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확인, (c) 시스템이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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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다양한 조항들을 인용하여, 각각의 조항들은 판단의 범위와 특성이

상당히 다르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특히 WTO 보조금 협정 제1.1조는

“재정적 기여”를 식별하고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의무를 반영한다고 보

았다. 수입관세가 MBS 제도 하에 초과환급 되었는가에 대한 쟁점에서

상소기구 판정을 인용하여(Appellate Body Report, 미국–상계 및 반덤

핑 조치253)) 파키스탄의 주장 중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이라는 점은 패널이 참조할 조건에서 벗어난다고 보아 파키스탄의

주장을 일부 기각했다.

반면 유럽연합이 파키스탄 수출자에게 해당 수출업자에 대한 EU의

검증 방문 결과를 제공하지 않아 보조금 협정 제12.6조를 위반했다고 보

았다.254) 패널은 유럽위원회가 MBS 제도에 대해 파키스탄이 Novatex가

수출된 PET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보아 해당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조사를 수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환급금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Novatex가 수출된 PET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 투입물에 관한 추가 조사

에서 유럽연합위원회는 상쇄 가능한 보조금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다른

원칙을 자유롭게 적용하였다고 주장했는데, 패널은 이 같은 조치가 효과

적인 검증시스템이 없거나 수출회원국의 추가조사가 없는 경우 해당 제

도를 남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에 대해 첫 번째로 WTO 보조

금 협정의 제1조에 대해 검증하는 것과, 두 번째로 파키스탄이 WTO 보

조금 협정과 GATT 1994의 아래의 조항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는 것으

로 나누어 판단했다.255)

첫째, 제1.1(a)(1)(ii)조에 따른 보조금의 판별에 있어서는 ‘이의가 제

기된 측정값’과 ‘정의된 규범값' 사이의 비교를 요구한다고 보았다. 이러

허용되는 상업 관행에 기초한 것"인지 확인하며, (d)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 6항에 따라 검증시스템의 "특정 시험"을 수행한다.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Ⅲ의 제2.2조 역시 이와 유사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253) EU — PET (Pakistan)(Panel), para.4.46.
254)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paras.7.25-7.28.
255)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para.7.33,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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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교의 목적은 ‘그렇지 않으면(otherwise due)’ 받았어야 할 혜택에

대해 식별하는 것이다.256) 제1.1(a)(1)(ii)조에서는 MBS 제도와 같은 관

세조정제도에 따른 초과된 수입관세의 환급이 어떻게 비교되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각주 1의 ‘in accordance with’이라는 텍스트

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판정하였다.257) 둘째, 국내소비에 의

한 동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관세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조정인

면제 또는 환급에서 초과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조금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주 1에 대해 패널은 ‘보조금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문장은 두 상황에서 충분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조금

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 맥락에서 보조금 협

정 제1.1(a)조에 따른 비교는 관세환급제도에 따라 수혜자인 회사가 얻

은 관세의 면제와 다른 한편으로 해당 회사가 후속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입 생산 투입물에 대해 발생한 관세 사이의 비교를 통

해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한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

를 초과감면원칙(Excess Remissions Principle)이라고 지칭하였다. 패널

은 각주 1의 ‘in accordance with’ 각주 1의 첫 번째 부분은 ‘1994년

GATT 제16조(제16조에 대한 주석)의 조항 및 본 계약의 부속서 Ⅰ에서

부속서 Ⅲ의 조항에 따라’이다. 또한 ‘합의(accordance)’라는 단어의 사전

적 의미는 ‘동의, 일치, 조화’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각주는 이러

한 조항을 동등하게 언급하며, 초과감면원칙이 각 조항과 동등하게 일치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판정하였다. 해당 조항을 검토하기 위해, 1994년

도 GATT 제16조(제16조에 대한 주석) 및 WTO 보조금 협정의 부속서

Ⅰ-Ⅲ을 차례로 검토하였는데, 이는 WTO 보조금 협정의 전 규정에 대

해 적용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GATT 1994 제16조는 WTO 보조금 협

256) 각주 1은 보조금을 의미하며 제1.1(a)(1)조는 그렇지 않으면 얻게 될 수익이라는 의미
에서 재정적 기여를 정의한다. 즉, 패널이 판단하기에 “재정적 기여”는 그렇지 않다
면 없었을 수익의 존재이며, ‘이익’은 따라서 “보조금”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257)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note 90, 파키스탄은 각주 1의 위반
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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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보조금 규정으로 함께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

문이다.258) 그러므로 ‘초과감면원칙’은 동 사건에 대한 수출보조금 판별

을 전반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다.259)

구체적으로 부속서 Ⅰ은 수출보조금의 예시목록이며, 여기에 나열된

예는 금지되는 ‘보조금’을 예시한다고 보았다. 조항 (g)항, (h)항 및 (i)항

은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의 두 번째 부분과 함께 세금면제 또는 수

입관세와 관련된 상황을 다루며, 이러한 모든 조항에 따라 감면이 초과

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속서 Ⅰ의 (i)항은 해

당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의 수입관세 환급과 관련된 상황을 구체적

으로 다룬다고 보았다.260) 또한 수출제품의 생산에 소비되는 수입투입물

에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세의 감면 또는 환급에 대한 해석은 부

속서 Ⅱ에 포함된 생산 공정에서 투입물의 소비에 대한 지침과 부속서

Ⅲ에 포함된 대체환급제도 결정 지침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

다.261)

한편 관련 조사규정에 있어 패널은 수출회원국이 신뢰할 수 있는 환

급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지 결정하며, 조사는 관련 수출제품의 생산에

실제 소비된 투입물에 비해 실제 초과조정금액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

258) WTO 보조금 협정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WTO 회원국의 최신 성명을 반영한다. 그
리고 GATT 1994 조항의 실질적인 정교화를 나타낸다. (Appellate Body Report, 브
라질 – Desiccated Coconut, p.15). 1994 년 GATT와 WTO 보조금 협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WTO 계약, 부록 1A에 대한 일반 해석 참고) 
EU — PET (Pakistan)(Panel), 주석 99, p.27.

259)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para.7.56, p.31.
260) 부속서 I (i)는 "수입세"의 환급을 다룬다. 각주 1은 "관세 또는 세금"과 관련하여 다룬

다. "수입세"에는 수입 관세가 포함되며(WTO 보조금 협정). 위원회는 MBS에 따른 초
과환급이 수출실적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잠정적 결정, (Exhibit PAK-1), para.74). 
두 당사자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261) 부속서 I이 예시목록이며 모든 보조금을 예시하지 않는다. 부속서 I (i)는 부속서 II 
및 III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속서 Ⅱ의 제1조는 사실 및 관
련 원칙을 설명한다. 특히 제1항은 환급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설명한다. 부속서 
Ⅱ의 제1조는 부속서 Ⅱ의 시작 부분에서 부속서 Ⅱ의 제1조가 부속서 Ⅱ의 제2조를 
해석하기 위한 맥락임을 나타내며, 보다 구체적으로 부속서 Ⅱ의 제1조는 부속서의 
두 번째 부분의 범위가 다음의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맥락으로 제한됨을 나타낸다. 
환급제도에서 초과환급은 보조금을 구성한다.(WT/DS486/R, para.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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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고 판정했다.262) 해당 조항 역시 ‘초과조정금액의 발생 여부를 결

정하는 맥락에서’ 작동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부속서 Ⅱ가 초과조정금액

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속서 Ⅱ

의 제2.2조는 ‘추가 검사’가 수행되지 않으면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럽 연합은 이를 언급하지 않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초과감면원칙(Excess Remissions Principle) 적용을 중단하고 다

른 원칙을 적용하여 전체부분에 대해 감면된 관세는 상계관세 부과대상

보조금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패널은 유럽연합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MBS와 같은 제도가 부속서 Ⅱ와 각주 1에 의해 언급한 대로 보

조금을 구성할 수 있지만, 부속서 Ⅱ가 특정 문제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

해 불완전한 지침을 준다고 보았으며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없

는 점을 해석하는 것이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속서 Ⅱ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63)

또한, 부속서 Ⅲ은 ‘수출보조금을 구성하는 대체환급제도의 결정 지

침’이며 대체환급제도는 신청자가 환급을 신청할 때, 만약 수입관세를 부

과한 투입자재가 수출된 제품의 생산에 소비된 특정 국내재료의 투입물

과 같다면 이를 마치 수입된 것처럼 취급하여 환급을 허용하는 것이

다.264) 패널은 특히 부속서 Ⅲ의 제2.3조에서 언급된 문제가 부속서 Ⅱ의

제2.2조에서 언급된 문제와 유사하며 둘의 텍스트도 실질적으로 유사하

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중요한 점은, 부속서 Ⅲ이 대체환급제도에 있어

초과환급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불완전한 규정으로 상대적으로 명백히

초과조정금액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부속서 Ⅲ에서 제시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 WTO 보조금 협정 제1조의

262)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note 107, “추가 검토”는 관련 수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입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의 존재를 대체하기 위
한 임시 과정인 것으로 유추된다. 

263)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paras.7.48-7.52, pp.29-30.
264)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note 94 참조. 패널은 이전에 MBS 

제도가 대체환급제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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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 의미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265)

상소기구 역시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의 수출보조금을 판별함에 있어

‘초과감면원칙’에서 벗어난 원칙을 적용한 유럽연합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수출회원국이 관련 수출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투입물을 추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해당 문제에 대한 수출회원국의 추가조

사가 없는 경우에도, 조사당국은 초과환급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266) 이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유럽연합이

패널의 결정이 부속서 Ⅱ의 제2조에 따라 환급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

으로 판명되는 경우, 조사당국이 다른 회원국의 환급시스템을 본질적으

로 관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으며, 이는 WTO 보조금 협정

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상소기구는 수출회원국의

환급시스템에 대해 부속서 Ⅱ의 제2조에 따라 조사기관이 이용할 수 있

는 정보를 기반으로 초과감면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사기관

이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동 협정 제12.7조

에 따라 제공되는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조사기관이 환급제도에

따라 초과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초과

환급액을 구성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초과감면원칙의 적용 불가능성 때

문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수출업자의

정부가 부속서 Ⅱ의 제2조에 따라 추가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이다. 파

키스탄의 유럽위원회가 MBS 제도의 보조금 결정에 관해 관세환급시스

템 검증 시스템이 수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업관행을 기반으

로 조정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이 청구범

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267)

265)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paras.7.53-7.55, pp.30-31.
266) EU —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5.139, p.45. 
267) EU —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5.93.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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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은 패널의 보조금 협정 해석에 대해 WTO 회원

국이 부속서 Ⅰ부터 부속서 Ⅲ까지 합치하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검증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항소하였지만 상소

기구는 패널의 판정에 대해 지지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주장을 기각하였

다. 보조금 협정 제1조의 ‘포기(foregone)’라는 단어는 정부가 ‘그렇지 않

으면(otherwise)’ 얻을 수 있는 수입과 권한을 포기했음을 의미하며, 이

는 둘 사이의 수익을 비교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

다고 보았다.268) 한편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과세규칙을 결정할 주권적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269) 제1.1(a)(1)(ii)조에 따른 비교는 보조금

수혜자에게 관련 회원국이 적용한 과세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상소기구는 정부의 수입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나 세금의 부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세금 등에 대한 면제나 감면은 부속서 Ⅰ에서 말

하는 (g), (h), (i)항의 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으며, 협정의 제1.1(a)(1)(ii)

조의 보조금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각주 1의 ‘관세 또

는 세금’의 범위에는 수입세가 명백히 포함됨이 WTO 보조금 협정 부속

서 Ⅰ의 (i)항을 통해 명확해진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보조금의 재정적

혜택이라는 것은 정부가 ‘그렇지 않으면(otherwise due) 얻는 수익’이므

로 관세환급제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270)

‘in accordance with’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의 해석기준이

부정확하다고(incorrect) 판정하였다.271) ‘accordance’의 사전적 의미는

‘합의, 일치, 조화’를 의미하며272) 언급된 모든 조항과 ‘합의(in

agreement)’, ‘준수(in conformity)’ 또는 ‘조화(in harmony)’로 해석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보조금 협정의 부속서와 조화를 이루어 해

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73) GATT 1994의 제16조의 각주274)에 대해서

268) EU —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5.96, p.35.
269) US – Large Civil Aircraft(AB) (2nd complaint), para.808-812.
270) EU —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5.99, p.36.
271) EU — PET (Pakistan)(AB), WT/DS486/AB/R/Add.1, para.1.1, p.11.
272) EU — PET (Pakistan)(AB),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6th edn, A. 

Stevenson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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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과 동일하며, 초과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을 인정하고 전체감면 금액에 대해서

는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부속서 Ⅰ의 (i)항의

각주 58을 검토하여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구성한다고 보

았다.275) 또한 부속서 Ⅰ의 (i)항은 명백하게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이라는 텍스트로 협정문 부속서 Ⅱ와 부

속서 Ⅲ에 합치하도록 명시한다고 판정했다. 상기사유로 상소기구는 패

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276)

3) 평가

동 사건은 패널과 상소기구는 관세조정제도의 해석에 관해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관세조정제도의 수출보조금 판별원칙이 발생한 금액과

비교하여 ‘초과’ 여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277)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

정은 조문의 조화로운 해석을 중시하였는데, 협정문 제1.1(a)(1)(ii)조와

각주 1, 부속서 Ⅰ의 (i)항 및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에 대해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관세조정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부속서

Ⅱ-Ⅲ 규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초과감면원칙’

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여 적정한 관세환급분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을 구

성하지 않으나, 관세환급제도가 초과환급이나 감면을 구성하는 부분은

부속서 Ⅰ에서 말하는 (g), (h), (i)항의 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으며, 협정

273) EU —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5.105, p.37.
274) “The exemption of an exported product from duties or taxes borne by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domestic consumption, or the remission of 
such duties or taxes in amounts not in excess of those which have 
accrued, shall not be deemed to be a subsidy.”, (협정 원문 필자 밑줄 강조).

275) EU —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5.110, para.5.138.
276) EU —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5.143, p.46.
277) Arevik Gnutzmann-Mkrtchyan·Van Damme, “Expired Measures, Excess Duty 

Drawbacks and Causation: The Appellate Body Report in EU–PET 
(Pakistan)”, World Trade Review, 19(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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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1.1(a)(1)(ii)조의 보조금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정하여 ‘초과

환급이나 감면’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출보조금이라고 해석하였

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부속서 Ⅰ의 (i)항과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

협정 각주 1과 관련하여 조화롭게 해석하여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

조금을 구성한다고 보아, 적정한 조사 없이 관세조정제도에 따른 전체조

정금액을 보조금으로 판정하여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환기시켰

다.278) 상소기구는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을 해석함에 있어 초과환급을

가정하고 검증시스템을 판별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검증시스템이 없거

나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만 ‘추가조사’가

‘초과금액 발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본 것

이다.279) 부속서 Ⅱ의 제2.2조는 조사당국은 수출회원국에게 조사의 사실

을 알려야 하며, 수출회원국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보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280)

하지만 동 사건의 판정은 여전히 관세조정에 있어 ‘초과’에 대한 구

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부속서 Ⅱ와 부

속서 Ⅲ에 구체적인 ‘초과’에 대한 판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했

고,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정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단

지 조사과정에 대해서만 제12.6조와 제12.7조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를 진

행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패널은 부속서 Ⅲ의 제2.3조와 부속서 Ⅱ의

제2.2조가 초과환급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불완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명백히 초과조정금액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

는 바는 부속서 Ⅲ에서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비록 상소기구는

278) EU —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 5.112, 상소기구는 관세환급
제도가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해당 조문 안에서 
“should” 어휘의 사용으로 제도가 “엄격한 규칙(rigid rules)”의 사실적으로 적용되
는 것을 경계했다. Appellate Body Reports, US – Carbon Steel (India), 
para.4.147; US – Softwood Lumber IV, para.92 (in the context of the use 
of the word "guidelines" in Article 14 of the SCM Agreement). 

279) EU —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s.5.118-5.119, p.40.
280) EU —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5.122,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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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은 “침묵(silence)”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맥락에서는 제12.7조를 통해 조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

다고 보았지만,281) 해당 규정 역시 초과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대

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관세환급제도를 판단함에 있어, 여

전히 불완전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 판정은 파키스탄이 주장한 ‘수출국의 상

업적 관행’을 고려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해당 주

장이 청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해석규정을 제시하

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관세조정’에 있어 수출보조금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 ‘초과’에 대한 여부이나 현재 규정으로서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India-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

1) 개요

281) EU —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5.139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Furthermore, the perceived "silence" in Annexes II and III to the SCM 
Agreement, referred to by the European Union, is not one that pertains 
to the definition of the subsidy, and in particular to what constitutes the 
financial contribution element of the subsidy, in the form of government 
revenue foregone. Instead, the perceived "silence" relates to a procedural 
step in the context of an investigating authority's inquiry into whether the 
excess remission or drawback of import charges occurred. (중략) it is 
true that Annexes II and III do not explicitly provide for what should 
happen next. Nonetheless, the SCM Agreement, as a whole, is not silent, 
and the perceived "silence" in Annexes II and III does not grant an 
investigating authority the liberty to depart from these other disciplines of 
the SCM Agreement. In particular, Article 12.7 of the SCM Agreement 
allows an investigating authority to rely on the "facts available" on its 
investigation record to complete its inquiry into whether a duty drawback 
scheme conveys a subsidy by reason of excess drawback of import 
charges o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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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인도의 수출보조지원 조치들에 대해 미국이 수출보조금

으로 판정하여 제소한 사건이다. 총 5가지의 제도에 대해 제소하였다. 이

들은 관세나 세금으로부터의 특정한 면제 또는 감면 등의 정부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일정 금액을 통한 혜택과 관련된

조치들이다.282)

a. the Export Oriented Units (EOU) Scheme and Sector-Specific 

Schemes, including the Electronics Hardware Technology 

Parks (EHTP) Scheme and the Bio-Technology Parks (BTP) 

Scheme (the EOU/EHTP/BTP Schemes);

    b.  the 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MEIS);

    c.  the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EPCG) Scheme;

    d.  the Special Economic Zones (SEZ) Scheme; and

    e.  the Duty-Free Imports for Exporters Scheme (DFIS).

우선 인도의 ‘a’의 EOU/EHTP/BTP는 수입관세의 지급 없이 수입재

의 수입을 허용하며 소비재를 소비세의 부과 없이 조달할 수 있다.283)

EOU/EHTP/BTP는 수출의 촉진, 외환수입, 수출 생산 및 고용을 위한

투자유치의 명시된 목적으로 반드시 제품과 서비스를 전체 수출하기로

하여야 하며, 총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할 때 충족된다.284) 또한 ‘b’의

MEIS 제도란 정해진 물품을 정해진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 ‘보상

(reward)’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상은 세금 지불에 활용할 수 있는

“Duty credit scrips”로 구성된다. 이는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으며 해당

282)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2.1, p.16.
283) Section 6.01(d)(ii) of the FTP. Importation includes importation from abroad 

and procurement from bonded warehouses in the Domestic Tariff Areas 
(DTA) in India or international exhibitions held in India. (Idem). The FTP 
defines "Domestic Tariff Area (DTA)" to mean the "area within India which 
is outside SEZs and EOU/EHTP/STP/BTP" (definition 9.16 in chapter 9 of 
the FTP).

284)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51,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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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s’는 특정된 상품을 수출한 FOB 값에 대해 특정 “보상률”을 곱해

계산한다. 이는 0%에서 5%까지 다양하다. 해당 제도의 명시적인 목표는

수출자에게 인프라를 상쇄하기 위해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285) 한편

‘c’의 EPCG 제도는 자본재의 수입을 촉진하는 것과 인도의 제조 경쟁력

을 강화시킨다는 명시적인 목적 하에286) 해당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수출의무’인 6년의 기간 안에 자본재에 절약된 관세 및 세금의 최소

6배에 해당하는 수출을 달성하여야 하며, ‘평균수출의무’인 제한된 예외

를 제외하고 승인 전 3년 동안의 유사제품이나 동일제품의 평균 수출량

에 따른 수출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달성할 경우, 당국의 승인

하에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허용한다.287) 또한

SEZ 제도는 인도의 수출 촉진을 위한 경제 특구의 설립, 개발 및 관리

를 규정하는 경제특구법에 따라 해당 지리적 지역에 대한 것이다. 해당

지역 내에서 모든 개발자와 기업가의 관세와 수입세 등이 면제되며,

IGST의 수입세가 면제되며, 기업가의 SEZ에서의 소득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진다.288) 또한 수출업자를 위한 면세 수입품 제도(DFIS)는 아홉가

지 관세 규정을 통해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해당 조건이 충족되

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289)

미국은 이러한 인도의 제도들이 수출보조금을 구성한다고 보아 패널

에게 판정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WTO 보조금 협정 제3.1(a)조와 제3.2

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290) 또한 협정 제4.7조에 따라 패널은 90일

이내에 보조금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

도는 제27.2(b)조에 의해 협정 제3조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속서 제8조(b)

항이 끝나는 날부터 8년간의 면제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도는

285)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55.
286)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142.
287)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52, 이 제도는 

또한 ‘조기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특정 수출의무의 75%이상과 평균 
수출의무의 100%가 절반의 기간 내에 충족되는 경우 남은 수출의무는 양해된다.

288)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53.
289)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54.
290)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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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조조치들이 제3.1(a)조 및 제3.2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협정 제4.2

조에 따른 불충분한 증거로 인해 제4조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했다.291)

이 사건에서 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인도는 해당 다섯 가지 조치들이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을 충족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

하였고 미국은 이를 금지보조금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른 수출보조금의

판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292) 인도는 EOU/EHTP/BTP 제도가

수출을 위한 상품의 생산에 한정된 ‘승인된 활동’에 있어서만 사용 가능

하기 때문에 수출품에 소비된 재료에 한정된 면세는 각주 1과 부속서 Ⅰ

에 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면세조치가 자본재와 법적

으로 적용 가능한 특정 상품에 대해서 ‘소비된’ 투입물에만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하였다.293) 또한

‘어떠한 물품(any other items)’에 대해서도 수입재에 대한 면세가 가능

한 것은 수출품에 공여된 투입재에 대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이라고 보았다. 또한 ‘특정한 물품’ 수입재 관세의 면제는 수출물품의 생

산에 소비된 상품에 대한 보조금 협정에서 규정한 바에 어긋난다고 보았

다.294)

2) 판정

패널은 제27.2(b)조에 따른 8년의 전환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

작하여 2003년 1월 1일에 만료하였고, WTO 보조금 협정상 인도는 제

3.1조의 적용 면제를 받는 해당 국가가 아니라고 보았다.295) 또한 보조금

의 판별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을 검토함에 있어, 해당 주석

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291)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3.2.
292)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6.
293)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193.
294)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195.
295)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3.3, para.7.560.



- 124 -

①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 이는 GATT 1994 및 보

조금 협정 부속서 Ⅰ에서Ⅲ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shall not be deemed to be a subsidy” : 이는 GATT 제16조 및 보

조금 협정 부속서 Ⅰ에서Ⅲ에 따른 두가지 조치들이 보조금으로 간주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두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a)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할 때, 유사한 제품(like product)이 부담

하는 관세 또는 세금으로 수출된 제품의 관세 또는 세금의 면제

(exemption)” 

(b)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관세 또는 세금의 감면

(remission)”

두가지 조치에서 차이점은 ‘면제’의 경우 관세나 세금의 부과가 일어

나지 않지만296) 후자인 ‘감면’의 경우 이미 발생한 지급에 대해 돌려주는

것을 포함한다.297) 또한 각주 1의 “in accordance with”이라는 의미는 조

296) 패널은 “면제”에 대해 사전적 용어의 정의를 인용하였다.

   The ordinary meaning of "exemption" includes "[t]he action of exempting, 
or the state of being exempted (see exempt v. 4) from a liability, 
obligation, penalty, law, or authority" and, in turn, the ordinary meaning 
of the verb "exempt" includes "[t]o grant to (a person, etc.) immunity or 
freedom from a liability to which others are subject: a. from (the 
payment of) a fine, tax, etc". (Oxford Dictionaries online, definition of 
"exemption")

297) 패널은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 이유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anel in EU – PET (Pakistan) did not find there to be a need, in that 
case, to precisely demarcate the line between the two categories of 
measures covered by the footnote, observing: Although the two situations 
described in footnote 1 may be related, we see no reason why the issues 
at stake in this dispute cannot be effectively resolved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second.(Panel Report, EU – PET (Pakistan), fn 93.)As 
noted in fn 286 below, Annexes I(g), I(h), and I(i), together with the 
definitions in footnote 58, do not emphasiz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categories of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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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 ‘in agreement’, ‘in conformity’, ‘in harmony’의 뜻을 내포하며

상소기구의 ‘EU - PET (Pakistan)’ 사건의 판정과 일치하게 각주 1, 각

주 주석, 부속서 모두와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정했다.298)

GATT 제16조의 경우 각주 1과 일치하며, 부속서 Ⅰ은 수출보조금을 예

시하고 있다. 수출보조금으로서 (g), (h), (i)항에 따라, 특정한 간접세와

수출물품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의 면제, 감면, 이연, 환급이 예시된다. 각

주 1은 부속서 Ⅰ과 함께 해석되어야하기 때문에 각주 1을 근거로 보조

금 판별에서 회피될 수 없다고 보았다.299) 더욱이 각주 58의 ‘감면’은 ‘감

면 또는 환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g), (h), (i)항은 함께 조화

롭게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300) 또한 (h)와 (i)항은 각주 1

의 ‘in accordance with’의 문맥에 따라 수출물품에 소비된 투입량을 산

정함에 있어 부속서 Ⅱ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부속서 Ⅱ 각주 61에서는

‘생산에 소비되는 투입량’을 정의하며,301) 부속서 Ⅱ의 제2.3조에서는 해

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보았으며,302) 또한 각주 1은 부속서

Ⅲ과 함께 ‘대체환급제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보았다.303)

해당 분석에 따라, 이들은 각각 별개의 조문이 아닌 전체적으로 일맥상

통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EOU/EHTP/BPT 제도의 관세 면제가

각주 1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부속서 Ⅰ의 (i)항을 기준으로, 해당

제도가 ‘(1)의 면제 또는 감면’과 ‘(2)의 수입과징금을 구성’하는 사실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298)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171.
299)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173.
300)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179.
301) “Inputs consumed in the production process are inputs physically 

incorporated, energy, fuels and oil used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catalysts which are consumed in the course of their use to obtain the 
exported product.”

302) “Investigating authorities should treat inputs as physically incorporated if 
such inputs are used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are physically 
present in the product exported. The Members note that an input need 
not be present in the final product in the same form in which it entered 
the production process.”

303)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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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각주 1과 부속서 Ⅰ에 따른 패널 판정 분석

[해당 패널 판정에 대해 필자 번역]

또한 ‘자본재’란 직간접적으로 상품의 제조 생산에 필요한 교체, 현

대화, 기술 개발 또는 확장에 필요한 것을 포함하며 포장 기계 및 장비,

냉동장비, 발전세트, 공작기계, 테스트, 연구개발, 품질 및 오염 제어를

위한 장비 및 기기가 포함된다고 보았으며,304) 보조금 협정 각주 61에서

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투입물에 대해 세가지 범주의 상품으로 구성

된다고 명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자본재’란 직간접적으로 상품의

제조 생산에 필요한 교체, 현대화, 기술 개발 또는 확장에 필요한 것을

304)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197.

각주 1 부속서 I (g) 부속서 I (h) 부속서  I (i)

(1) 면제 또는 감면

면제 또는 감면  

(각주 58)환급이

나 환불을 포함

하여

면제, 감면, 또

는 이연, 환불이

나 환급을 포함

하여(각주 58)

감면 또는 환

급, (각주 58)을 

포함한 전체 또

는 부분적인 면

제 또는 이연

(2) 관세나 세금의
간접세의 (각주 

58에 규정된)

이전단계의 누적 

간접세의

(각주 58에 규정

된)

수입과징금의

(각주 58에서 

규정된)

(3)
수출물품에 있어

수출품의 생산이

나 분배와 관련

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에 소비된 투입

재(부속서 Ⅱ의 

각주 61에서 규

정된)

수출물품의 생

산에 소비된 수

입재료(각주 61

에서 규정된, 

부속서 Ⅱ)

(4)

발생된 관세나 

세금보다 초과하

지 않는

국내소비를 위해 

유사물품이 판매

될 때 생산과 분

배와 관련하여 

부과된 바를 초

과하지 않는

(해당금액을 초

과하지 않는) 투

입재에 부과되어

진

투입된 재료에 

부과된 금액보

다 초과되지 않

는(또는 환급제

도의 부속서 Ⅲ

의 대체환급제

도에 의한 대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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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며 포장 기계 및 장비, 냉동장비, 발전세트, 공작기계, 테스트, 연

구개발, 품질 및 오염 제어를 위한 장비 및 기기가 포함된다고 보았

다.305) 또한 보조금 협정 각주 61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투입물

에 대해 세가지 범주의 상품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결합된 투입물이다. 두 번째로 생산공정에서 사용

되는 에너지, 연료 및 오일, 마지막으로 촉매로서 수출제품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비된다.306) 해당 문장 구조에서 ‘물리적으로 결합된

투입재’는 부속서 Ⅱ의 제2조 제3항에서 다른 형태이더라도 “조사당국이

수출물품에서 투입재가 생산에 사용되고 물질적으로 수출물품에 존재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307) 반면 해당제도에서 자본재는 ‘공장, 기계,

장비 또는 부분품’이며”‘제조 또는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포장기계, 발전설비, 테스트 장비, 리프트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본질적

으로 상품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물질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308) 인도는 관세조정의 범위에 있어 수출물품에

결합된 재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상계하는 것으로 보고 자본재 역시 수출

물품의 비용이 소모되고 생산에 기여하기에 부속서 Ⅰ의 (i)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309) 제품의 비용을 구성한다는 것은 제품 생산에

서 ‘소비된다(consumed)’는 것과 관계없다고 보았다.310) 또한 인도가 자

본재의 감가상각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출물품에 결합

된 것이 아니기에 인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311) 또한 생산에 투입된 재

료에 대해 촉매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그 사실이 자본재를 포함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312)

인도는 관세면제를 받는 재료가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305)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197.
306)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199.
307)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01.
308)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02.
309)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06.
310)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07.
311)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09.
312)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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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미국에게 있으며 ‘기술적이고, 자료에 기반한 분

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13) 패널은 이에 대해 인도가 부속

서 Ⅱ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판단했다. 먼저 EOU/EHTP/BPT 제도에 따

른 재료가 수출품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또한 각주 1

의 세 번째 테스트로 인도에 의해 가정된 ‘소비된 양에 대한 금액의 정

량적 분석’에 대해 초과감면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한다.314) 또한 인도가 주장한 ‘이의를 제기하

기 전에 조사기관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속서 Ⅱ에 해당하

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상계관세 조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조금 협정의 각주 35는 제2부와

제3부의 조항이 제5부의 조항과 병행할 수 있으나, 제2부와 제5부가 항

상 병렬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315)

“Any other item”의 문구에 대해서도 인도는 관세면제가 허용되며,

이는 명시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다른 항목 역시 면제가 제한되지 않는

증거라고 간주한다. 이에 대해 패널은 FTP와 HBP가 면세 수입을 명시

적으로 제공하며 수출된 제품의 생산에 소비되는 투입물로 적격하지 않

은 품목에 대해서도 조정을 허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제도는 부

속서 Ⅰ의 (i)항 및 각주 1에 따라 수출물품의 소비에 사용된 투입재에

대해 면세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16)

EPCG 제도에 대해서도 면세로 수입될 수 있는 상품은 에너지나 연

료를 포함하지 않으며, 수출된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오일, 촉매 또

는 투입물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기계나 도구 및 장비는 상품을 생산하

는 데 사용되나 생산된 제품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들은 수출된 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물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313)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12.
314)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14.
315)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15.
316)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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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및 각주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317) 패널은 위원회가 2000년

에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요소’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특정한 요구 사항인

자본재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되 있는데 패널은 각주 61의 범위에 자본

재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318)

DFIS 제도의 면제에 대해서도 이는 자본재이며, 물리적으로 결합되

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수출 FOB 금액의 1%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헤택을 구성하며, 수출국에 따라 보상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러한 제도들은 각주 1과 합치하지 않

는다고 보았다. MEIS 제도에서 자유롭게 양도 가능한 세금지급가능 크

레딧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패널은 인도에 대해 다양한 비율 결정 방

법을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인도는 ‘정확한 작업 대신 행정적으로 번거

로운 작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인도는 해당 조치가

간접세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였으나, 미국은 이는 허구에 불과하며 과

거 수출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각주 1과 부속서 규정에 따르면

이는 실제적인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평균 또는 추정치가 아니라고

보았다.319) 패널은 제도의 명시적인 목적이 상품과 제품의 수출을 진흥

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구조적인 불충분함’에 대해서도 조정 범위의 ‘간

접세’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MEIS는 스크립으로 지불할 수 있는 수

입 비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재의 입력을 요구하

지도 않으므로 각주 1과 부속서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20)

한편 보조금의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으로 제1.1(a)(1)(ii)조에

대해 “세가지 단계 테스트”를 적용하였다.321) 그러나 ‘일반적인’ 조세규칙

과 그 규칙의 예외를 국내조세시스템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비추어 찾는

317)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s.7.242-7.244.
318)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46.
319)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s.7.273-7.278.
320)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s.7.652-7.653.
321) US – Large Civil Aircraft(AB) (2nd complaint), paras.812-814; Brazil – 

Taxation(AB) paras. 5.162 and 5.196; and US – Tax Incentives(Panel), 
paras.7.4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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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주 어려운 일임을 인정하였다.322) 보조금 협정 제1.1조에 대한 테

스트는 회원국의 복잡한 국내 조세법을 반영할 수 있을만큼 유연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예외를 식별하기 위해 패널은 구별이 존재하지 않

는 규칙과 예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시험한다.323) 첫 번째 단계는 보조

금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규칙을 식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비교기준이 될 조치(treatment)를 식별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자신이 과세규칙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 권한이 있음을 감안할 때, 비교

기준은 ‘비교하는 것이 합법적인 상황’에 대해 문제의 회원국이 적용한

세금 규칙이어야 한다. 이 테스트는 소득세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시행되

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비교 위치에 있는 납세자의 동등한 소득을 식

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예시에서 관련 재정 상황은

소득이 아니라 상품 수입이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소득’을 고려하지 않

고 대신 그 성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문제시되는 세

금구조와 벤치마크되는 세금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324) 이와 관련하여

해당 테스트에서 세금구조에 숨겨진 목적을 고려해야한다고 판정한 점을

인용하였다. US – Large Civil Aircraft 사건에서 이전에 비해 낮아진

조세율의 적용은 왜곡이라 주장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상소기구는 해당

조치에 숨겨진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US – Tax

Incentives 사건에서도 패널은 조치된 조세조치가 ‘증거없음’으로 결론지

었으나 ‘사업 및 세제의 조직원칙 반영’이라는 목적 대신 조치가 다른 숨

겨진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경제성장을 ‘실현’ 시키기 위해서였다

고 판정했다. 요약하자면,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명시적인 이유’보다

‘숨겨진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325)

322) US – FSC(Article 21.5 – EC)(AB), para.91. 
323) US – Large Civil Aircraft(AB), (2nd complaint), para.815.
324)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71.
325)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s.7.307-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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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DFIS 조치 요약

[해당 패널 판정에 대해 필자 번역]326)

EOU/EHTP/BTP 제도, EPCG 제도, SEZ, IGST 조치에 대해 테스

트를 시행한 결과, 이들은 재정적 기여를 구성하였다.327) 또한 조건성에

있어서도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해당 제도들이 수출보조금을 구성한

다고 판단하였다. MEIS 제도 역시 HS CODE를 기준으로 수출금액에

해당하는 FOB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 비율을 곱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조건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328) 결론적으로 ① EOU/EHTP/BTP

제도에 의한 수입세의 면제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하며 보조금 협정 제3.1

조(a)와 제3.2조에 합치하지 않는다, ② EPCG 제도의 수입관세의 면제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하며 보조금 협정 제3.1조(a)와 제3.2조에 합치하지 않

는다, ③ IGST 제도에 의한 수입관세와 수출관세의 면제와 수입세의 면

제, 소득세의 감면, SEZ 제도 하의 모든 조치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하며

제3.1조(a)와 제3.2조에 합치하지 않는다, ④ DFIS의 제10조, 제21조, 제

36조, 제60조 제2항, 제61조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하며 보조금 협정 제3.1

326)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63. 
327)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s.7.327-7.388.
328)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552.

조건 수출품의 생산과 연관점

10
“만약-(a)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해상 식품 수출업자가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용 해산물”

21 “만약-(b) 상품이 수입된다면, 수출품 수공예품 제조에 사용”

28
“만약-(a) 상품이 수입된다면, 수출용 직물 의류 또는 가죽의류 제조에 

사용”

32
“만약-(a)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용 가죽신발 또는 합성신발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33
“만약-(a)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핸드룸 제조 또는 면화]제조에 

사용되어 수출용 화장품 또는 인공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

101 “만약 상품이 수입되어 수출용 스포츠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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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a)와 제3.2조에 합치하지 않는다, ⑤ MEIS에 의한 관세 크레딧 스크

립은 수출보조금을 구성하며 보조금 협정 제3.1조(a)와 제3.2조에 합치하

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한 EOU/EHTP/BTP제도에

의한 중앙제조세(central excise duty)의 면제와 DFIS의 제28조, 제32조,

제33조 그리고 제101조에 따른 수입세의 면제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29) 이에 따라, 패널은 인도의 수출보조금으로 판정

난 조치들을 즉시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330)

3) 평가

인도는 패널 판정에 항소하여 해당 분쟁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관세조정의 조세 혜택을 통한 수출보조금이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

시 한 번 상기시킨다. 해당 판정은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의 고려에

있어, 자본재의 투입에 대해 관세의 조정뿐만 아니라, 간접세와 수입과징

금의 조정 시에도 고려될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보조금의 판별에 있어서는 조세의 수출보조금 판별 시에 고려

한, 세가지 테스트를 인용하였는데 패널은 해당 판정에서 명시적인 목적

보다는 숨겨진 목적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331)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세가지 테스트로 관세조정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관세조정에

대해 허용하는 가운데 어떻게 ‘초과’를 판별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

면하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사건은 기존에 상계관세부과와 관련하여 다

툰 사례에서 벗어나, 해당 조치를 전면 철회할 목적으로 제소하였다. 이

329)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8.2.
330)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9.1.
331) 직접 보조금의 경우 정부의 의도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그 객관적 표출만이 

핵심적 고찰대상이나, 위임 지시보조금의 경우 정부가 일정한 정책 또는 조치를 취함
에 있어 그 근본적인 의도 존재 여부와 그 의도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동시 고찰이 
필요하다. 이재민, 앞의 책,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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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으로 조치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는 제소에 의해 수출보조금의 판별

의 그 자체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332) 그

러나 복잡한 관세조정의 문제에 관하여 수출보조금의 판별기준은 미비하

다. 또한 최종 판단의 주체인 외국 정부의 조사당국이 제도의 타당성 또

는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333) 따라서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관세조정에 대한 수출보조금 판별의 명확한

규정의 보완과 더불어 적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32) Sherzod Shadikhodjaev,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Unilateralism of Special Economic Zon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J Int Economic Law 24 (2): 381, 
(2021).

333) 이재민, 앞의 책,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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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관세환급제도 규정의 문제점과 보완 방향

WTO 보조금 협정은 기본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기반하여 수

출물품과 관련되어 부과된 관세에 대해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조

정은 허용한다.334) 반면 초과조정된 관세조정금액은 ‘간접적인 정부의 세

입의 포기 형태의 보조금’으로 간주된다. 또한 보조금은 그 지급이 수출

이나 수출 및 수입과 결부된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금지

보조금을 구성하게 된다.335)

그러나 관세조정제도와 관련한 수출보조금의 판별 요건인 WTO 보

조금 협정 제3조의 조건성 판별에 있어 요구되는 수출실적에 따른 ‘사실

상 결부됨(in fact tied to)’이라는 요건은 관세조정제도가 수출과 필연적

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조정된 금액은 각국의 국내법상의 법규

정에 따라 ‘법률상의 수출조건성’이나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수출조건성’

을 충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관세조정의 수출보조금의 판별은 기존에

납부한 금액보다 ‘초과금액’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부속서 Ⅰ의 (i)항, 부속서 Ⅱ, 부속서 Ⅲ의 규정에 의해 구체화된다. 이

334) GATT Working Party Report, Border Tax Adjustments, L/3464, adopted 2 
December 1970, BISD 18S/97, para. 4.

   4. For the purpose of its examination, the Working Party used the 
definition of border tax adjustments applied in the OECD. Thus, border 
tax adjustments were regarded "as any fiscal measures which put into 
effect, in whole or in part, the destination principle (i.e. which enable 
exported products to be relieved of some or all of the tax charged in the 
exporting country in respect of similar domestic products sold to 
consumers on the home market and which enable imported products sold 
to consumers to be charged with some or all of the tax charged in the 
importing country in respect of similar domestic products)". (이탤릭체; 필자 
강조).

335) WTO 보조금 협정 제3.1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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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수출물품에 ‘실제 부과된 관세’를 초과한 금액이 존재하는지

판단하여 수출보조금의 판별이 이루어지게 된다.336)

하지만 현재 WTO 보조금 협정 규정은 수출과 관련된 관세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첫번째 문제점은 ‘수출보조금의 판

별’의 규정 부재이다. ‘초과’ 여부는 관세조정의 수출보조금 판별에 있어

핵심적인 원칙이며 보조금 협정의 각주 1에서는 부속서 Ⅰ-Ⅲ의 규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것을 규정한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여도 ‘초

과금액’을 산정하여 판별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관세

조정제도의 투입재료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Ⅱ와 대체환

급재료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Ⅲ의 조문 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혼란은 심화된다.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의 제2.1조-제2.5조에서는

조사의 절차규정과 범위규정이 존재하며 범위규정을 활용하여 관세조정

제도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수출보조금의 판별을 위

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두 부속서 모두 제2

조 이하의 규정을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 규정하도록 서문에 명시함에 따

라 상계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조금 협정 제2부의 수출보

조금의 판별에 있어 동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는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의 제2.1조에서 제2.5조에 규정한 조사에 대한

절차 규정과 수출보조금의 판별과 관련된 범위규정을 혼합함에 따라 나

타난 현상이다. 이는 ‘초과조정금액의 산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

에서 수출보조금의 판별 원칙에 대한 범위규정 부재를 낳아 혼란을 가중

시킨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 판별 기준 부재

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부속서 Ⅱ의 제2.1조와 부속서 Ⅲ의 제2.2조는

공통적으로 관세조정제도의 검증제도가 일단 존재한다면 “이러한 제도나

절차가 합리적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인지, 수출국내에 일반적

으로 받아들여지는 상관행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336) EU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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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절차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국제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상관행’이 아닌 ‘수출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상관행’은 국가마다 상

관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조사당국의 조사에 대한 기준을 모호하게 한

다. 이와 관련하여 EU -PET (Pakistan) 사건에서 관세조정의 조사에

있어 패널과 상소기구는 부속서의 조사규정에 따라 “수출회원국의 상관

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파키스탄의 주장을 청구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라 판정한 바 있다.337) 그러나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고려에 대한 배제

는 자칫 정확한 ‘행정시스템’이 존재해야만 수출물품에 투입된 관세를 식

별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관세를 식별하고 관리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초래하여, 정액환급제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행정시스템이 열악한

국가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출국의 상관행

고려 규정’외에도 ‘합리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부속서 Ⅱ-Ⅲ

의 공통적인 규정 역시 포괄적인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수출보조금의 판

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현 규정은 결국 ‘초과’에 대한 기준

을 느슨하게 적용한다면 관세조정을 통한 보조금에 대해 묵인하는 결과

를 초래하며,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행정시스템을 적정히 구비

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역차별과 WTO 협정에 반하는 일정한 행정

시스템의 강요라는 모순점을 갖게 된다.

특히 관세환급제도는 WTO 보조금 협정에서 관세조정의 허용범위가

넓게 규정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많다. 그 가운데 수출물품에 투입

된 재료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된다.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의 범

위를 고려함에 있어,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의 정상적인 폐기물의 고려

를 허용함과 동시에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337) 수출회원국의 환급시스템이 부속서 Ⅱ의 제2조에 따라 조사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
보를 기반으로 초과감면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조사기관이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동 협정 제12.7조에 따라 제공되는 사실로 판단할 수 있
다고 판정하였다. 이 경우 조사기관이 환급제도에 따라 초과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이는 초과환급액을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그러나 
그 결과는 초과감면원칙의 적용 불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의 부족 때문이
라고 보았다. (EU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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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

이루어지면,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수입재료’와 ‘국내재료’와의 대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338) 이로 인해,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보조금의 식

별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또한 관세환급제도의 운영 현황은 크게 개별

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투입된 관세를 구하는 개별환급제도와 전체 동

일한 품질과 특성 산업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평균하여 구하는 정액환급

제도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후자의 방법의 경우 ‘발생한 관세금액’

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출하기 때문

에,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적인 적정한 관세환급금 자체를 구할 수 없다.

더욱이 정상적인 폐기물에 대한 고려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 물품의 수입

재료와 국내재료의 대체가 허용되는 규정을 고려한다면 ‘초과환급금’ 자

체를 식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제도적으로 관세환급제도를 통

해 수출보조금을 용인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속서 Ⅱ의 ‘수출품에 투입된 재료의 산정’과 관련된 불명확한 조문에

대해 예시규정을 추가하고, 아울러 부속서 Ⅲ과 관련한 대체환급제도의

적용에 있어 범위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부속서 Ⅲ의 대체

환급제도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는 수입국이 달라 수입 세율이 다른 동

일한 품질과 특성의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도 수입재료와 국내재료와 마

찬가지로 대체환급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이로써 불분명한 조문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의의

가 있다.

제 1 절 ‘초과’의 판별 규정

1. 문제의 소재

338) 부속서 Ⅰ의 (i)항 단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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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따른 관세의 조정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판별은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의 “in accordance with”의 문구에 따라, GATT 부속서 제

16조, 부속서 Ⅰ-Ⅲ의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관세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속서 Ⅰ-Ⅲ의 관련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논

의된다.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초과금지원칙’이 관세조정에

있어 수출보조금의 판별을 위한 유일한 기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판

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에 봉착한

다. EU -PET (Pakistan) 사건에서도 패널과 상소기구는 WTO 보조금

협정상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의 수출보조금 판별에 있어 핵심적인 판별

원칙이 ‘초과금지원칙’이라고 판정하여 이를 확인한 바 있다. 현 WTO

체제는 관세조정제도의 채택에 있어 회원국에 대해 특정한 제도를 채택

하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다.339) 그러나 수출보조금을 판별에 있어, 일견

‘초과된 조정금액’에 대해 수출보조금으로 규정하는 조항과 관련 조사과

정에서 “수출국 상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해석상의 상충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출물품의 관세조정에 있어 ‘초과금지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부속서 Ⅰ-Ⅲ의 관련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나, 해당 규정

역시 포괄적인 규정에 머물러 있을 뿐 실질적인 판별기준을 제시하고 있

지 않다. 더욱이 금지보조금 구제 규정에 있어, 금지보조금에 대한 판정

만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필요 없이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340)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

제소국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예로 India-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에서도 패널은 부속서에 따른 ‘초과’에 대한 조사 없이도

수출보조금에 대한 제소가 가능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341) 패널은 수출

339) 현 WTO 체제는 회원국에 대해 특정한 경제 금융체제 또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요
하고 있지 않다.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사회는, 또 동일한 국가와 사회라고 하더라도 
각 시대별로 국내 경제 금융시장의 구체적 상황은 천지차이이다. 이재민, 앞의 책, 
p.277. 

340) WTO 보조금 협정 제4조, Mavroidis, Petros C. MIT, cit, p.275.
341) EU -PET (Pakistan)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유럽연합이 ‘추가 검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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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제2부의 수출보조금의 판별 규정은 제5부의 조사

규정의 종속관계가 아니므로 제5부의 조사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본 것

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과세규칙을 결정할 주권적 권한이 있다

는 것을 고려할 때,342) ‘초과’에 대한 판별기준에 있어 보완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면, 각기 다른 해석에 따라 분쟁의 장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한편 EU -PET (Pakistan) 사건에서 상계관세부과와 관련하여 패

널은 GATT 1994의 제16조의 각주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과 동일하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를 인정하고 전체감면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보지 않

았다. 부속서 Ⅰ의 (i)항의 각주 58을 검토하여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만 보조금을 구성한다고 판정하여 전체조정금액에서 ‘초과조정금액’을 구

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343)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

의 조사규정 역시 완전하지 않아 문제점을 초래한다. 그 다음 절차로 제

시된 WTO 보조금 협정 제12.7조의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규정은

관세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초과조정을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증책임의 문제를 심화시킨다. 더욱이 일부 국가들은 정액환급제도

조사를 통해 초과환급금을 산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당국은 초과환급이 발생했
는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에서는 패널은 인도가 주장한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조사기관에 의
해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조금 협정의 각주 35는 제2부와 제3부의 조항이 제5
부의 조항과 병행할 수 있으나, 제2부와 제5부가 항상 병렬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부속서 Ⅱ에 해당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상반된 판정을 
한 바 있다.

342) US – Large Civil Aircraft (AB) (2nd complaint), para.8.08.
343) WT/DS486/AB/R, para.5.110, para.5.138,  EU -PET (Pakistan) 사건에서 패널

은 부속서 Ⅲ의 제2.3조와 부속서 Ⅱ의 제2.2조가 초과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조사와 
관련하여 불완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명백히 초과조정금액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바는 부속서 Ⅲ에서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비록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은 “침묵(silence)”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맥락에서는 제12.7조를 통해 조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EU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 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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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Duty drawback Scheme)를 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적

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각각 산출하지 않는 구조에서 ‘초과조정금

액’을 판별해 낼 수 있냐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정환급금의 산출규정의 부재는 일견 관세환급제도를 통한 수출보조금

을 허용하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정액환급제도’ 자체를 막는 해석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명확한 관세조정제도에 대한 ‘초과’의 판별 규정

이 없는 상황에서 WTO 결정기구가 회원국 중 특정체제를 선호하거나

또는 이러한 기초위에서 진행된 조사당국의 결정을 용인하게 된다면 이

는 국제법상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주권평등 원칙과 국내문제 불간섭 원

칙을 위배하게 될 수 있다.344)

이에 ‘수출국 상관행을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을 재해석하여, 이를

수정하여 일정한 국제 공통의 관세환급제도에 시스템에 관련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제 공통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개별환급제도’와 ‘정액환급제도’를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

다.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에서는 동일하게 조사규정

에 있어 수출국의 상관행을 고려할 것을 규정한다.345) 이와 관련하여

EU -PET (Pakistan) 사건에서 파키스탄은 유럽위원회가 MBS 제도의

344) 이재민, 앞의 책, p.264.
345) 부속서 Ⅱ.2.1 : “간접할인제도 또는 환급제도가 수출상품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대한 간접세 또는 수입과징금의 과도할인 또는 과잉환급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된다고 
주장될 경우, 조사당국은 먼저 수출회원국의 정부가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
소 및 그 양을 확인하는 제도 또는 절차를 보유하고 적용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제도 또는 절차가 적용된다고 판정되면, 조사당국은 그 다음에는 이러
한 제도나 절차가 합리적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인지, 수출국내에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상관행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나 절차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당국은 정보를 검증하거나, 이러한 제도나 절차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 제6항에 따라 특정한 실제적인 검사 실
시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부속서 Ⅲ.2.2.: “대체환급제도가 보조금을 수반한다고 주장될 경우 조사당국은 수출
회원국의 정부가 검증제도 또는 절차를 보유하고 적용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제도 또는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고 판정되면, 조사당국은 그 다음에는 
동 검증 절차가 합리적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인지, 수출국내에서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상업적 관행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조사하여야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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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결정에 관해 관세환급시스템 검증 메커니즘이 ‘수출국의 상관행’

을 고려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위원회가 수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업관행을 기반으로 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

장에 대해 패널은 해당 주장이 ‘초과금액의 지급’을 고려하는데 있어 참

조(narrative)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정한 바 있다.346)

그러나 해당 규정의 배제는 자칫 정확한 행정시스템’이 존재하여야

지만, 수출물품에 투입된 관세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관세를

식별하고 관리하여야만 한다는 결론을 초래하여, 정액환급제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행정 시스템이 열악한 국가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수출국의 상관행’을 고려하게 되어 정액환

급제도에 따른 초과환급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 정액환급제

도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산출에 있어서 개별적인 적정한 관세환급액을

고려할 수 없기에 정액환급제도를 통한 초과 보조금 지급을 묵인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정액환급제도를 인정하거나 불

인정하는 두가지 해석 모두 문제점을 초래하기에 이는 보완되어야 할 필

요성이 크다.

2. 반덤핑 협정의 ‘덤핑의 존재’ 산정기준과의 비교

수출보조금의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를 통해 구제를 허용하는 타 보

조금유형과 달리 그 자체로 금지되므로 판정에 의한 규정도 보다 구체적

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협정에 대해서도 WTO 반덤핑 협정

과 비교하여 보완할 것이 요구된 바 있다.347) WTO 반덤핑 협정은 회원

346) EU –PET (Pakistan)(Panel), WT/DS486/R, paras.7.21-7.22. 
347) 호주는 보조금 협정 제12.7조에 규정된 “이용가능한 정보 원칙”에 대해 반덤핑 협정 

개정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기준의 명확화를 제안한 바 있다. Australia agrees 
that this is an issue that merits harmonization with the ADA. As Australia 
noted in document TN/RL/W/22 in regard to proposals seeking more 
stringent and clearer rules on the use of “facts availiable” in the 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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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반덤핑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으로 (i) 덤핑의 존재,

(ii) 피해의 존재, 그리고 (iii)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348) ‘덤핑의 존재’에 대해 판정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덤핑을 판정하도록 규정한다. ‘비교가

능한 가격’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말하며, 반덤핑 협정은

수출국 국내시장의 판매가격을 정상가격 기준으로 볼 수 없는 네가지 상

황을 명시하고 있다. 동종물품의 거래가 없는 경우, 정상적 거래가 없는

경우, 특수한 시장 상황, 국내판매량이 적은 경우가 그 상황이다.349) 반

덤핑 협정에서는 비교값에 대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

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제3국에서의 수출시 비교

가능한 가격을 추가적으로 규정한다. 반덤핑 협정의 비교값의 경우 각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시장상황이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고려하였다.

이는 자의적인 해석의 초래하는 것을 막고 회원국간 분쟁을 막을 수 있

다.

2.1 “이 협정의 목적상, 한 국가로부터 다른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Australia considers that any consideration of clarified rules under the ADA 
on “facts available” should also be reflected in the ASCM...Australia, 
Australia’s Connent on Brazil’s paper on Countervailing Measures : 
Illustrative Major Issues,TN/RL/W/19, TN/RL/W/37, (December 2002), p.2. 
이재민,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 ·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경인문화사, (2008), 
각주 30 재인용, p.395; 또한 미·EU·일 공동성명(20.01.14)에서는 보조금 혜택 산정
기준으로서의 ‘국외가격’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화 요구를 한 바 있다. 이는 보조금 
공여국의 국내시장이 왜곡되어 있을 경우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혜택의 양을 어떠
한 기준(benchmark)으로 해야 하는지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이가 특히 중요하기 때
문이다.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
점”, (2020), pp.12-13.

348)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rticle VI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349) A Hand book on Anti-dumping Investigations, 주디스차코, 요한휴먼, 조르주 미
란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2013), pp.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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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출국의 국내시장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Re.2)350)의 특별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마

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시 비교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중략 … )”

2.3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가격이 수출자 및 수입자 또

는 제3자간의 제휴나 보상약정으로 인하여 믿을 수 없다고 관계당국에 

보여지는 경우, 수출가격은 수입품이 독립구매장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구성될 수 있으며, 또는 독립구매자에게 재판매되지 않거

나 수입된 상태로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초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다.”

[표 15] 규범값과 비교값에 대한 규정

[WTO 보조금 협정과 반덤핑 협정의 해석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350) 반덤핑 협정 각주 2 :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의 판매가 고려대상 
상품의 수입회원국에 대한 판매의 5% 또는 그 이상을 점하는 경우, 이러한 판매는 
일반적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낮은 비
율이하의 국내 판매가 적절한 비교 제공을 위해 충분한 규모라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
에도 동 낮은 비율은 수락 가능하여야 한다.

정의값 보조금 협정 반덤핑 협정

규범값 관세조정금액

① 한 국가로부터 다른국가로 수

출된 상품의 수출가격

② 수입품이 독립구매자에게 최

초로 재판매되는 가격

비교값 없음

①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

교가능한 가격

②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시 비교가능한 가격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

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

을 합산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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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조금 협정에서는 규범값과 비교값에 대한 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며 ‘초과’에 대한 방지를 규정하나, 역설적으로 ‘조사규정’에 있어 ‘수

출국에 대한 상관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기에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분

쟁의 소지가 많다. 반덤핑협정의 규범값과 비교값 규정과 비교하여 검토

해볼 때, 보조금 협정 역시 이에 대응되는 ‘초과금지’ 규정에 대한 경우

의 수에 따른 일정한 기준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관세조정제도

역시 개별적인 산출규정과 정액적인 산출규정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이

는 두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3. 보완의 방향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초과’의 기준으로 초과조정금액이 발생

했는지 여부에 따라 ‘수출보조금의 판별’이 판정되며, 초과조정금액에 따

라 ‘상계관세’의 금액이 결정된다. 조세 혜택에 대한 보조금 판별에서

WTO 판정기구는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른 보조금을 해석함에 있어

각 국내의 조세규칙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해당규정이 없었다면, 발생되

지 않았을 혜택에 대해 가정하여 비교한다. 문제시되는 세금구조와 벤치

마크되는 세금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351) 하지만 관세조정 제도는 기본

적으로 수출물품과 관련하여 투입된 관세의 조정이 허용되기에 ‘규범값’

에 해당하는 적정한 ‘관세조정액’의 산출규정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조사규정에서 ‘수출국의 상관행의 고려’ 역시 자

의적인 해석을 초래할 수 있어 수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보조금 조사에 있어 기본적으로 피조사국의 시장

상황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는 WTO 보조금 협정 제14조의 기본 취

351) 이는 ‘일반적인’ 조세규칙과 그 규칙의 예외를 국내조세시스템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비추어 회원국의 복잡한 국내 조세법을 반영할 수 있을만큼 유연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칙과 예외를 식별하기 위해 패널은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규칙과 예외를 인위적으
로 만들어 시험한다. (Appellate Body Report, US – FSC (Article 21.5 – EC), 
para. 91. WT/DS541/R, para.7.71)



- 145 -

지를 고려할 때352) 관세조정제도에 있어 일정한 행정적 시스템의 발전의

상이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는 국제적인 최소한의

통일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Brazil — Export F inancing Programme

for Aircraft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k)항의 두 번째 단락에 대해 비교 값

에 대해 “특정회원국이 1979년 1월 1일 현재 적어도 12개 이상의 협정

회원국이 당사자인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국제약속의 당사자인 경우, 또

는 특정회원국이 사실상 약속의 이자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OECD의

수출신용관행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규정보다 혜택을 주는 금융제도가 아

니라면 이를 인정한다고 판정한 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353) 이와 유사

하게 반덤핑 협정은 공통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수출국

의 상관행 고려’ 규정에서 벗어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관

련된 기준과 같은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354)

따라서 실제 운영되는 관세환급제도를 반영하여 관세환급제도의 두

원칙에 대해 규범적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

별환급제도’의 경우 수출물품 단위별로 ‘비교값’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정

한 관세에 대해 산출할 수 있으므로 ‘규범값’은 수출물품에 대한 각 관세

의 산정값으로 규정할 수 있다. 반면 정액환급제도의 경우에는 산업별,

수출물품별, 전체 수출자등의 기준으로 일정율을 사전에 협의하여 미리

정하므로 국가를 기준으로 한 환급률은 개별 수출자와 수출물품별로 적

용할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환급금을 산출하지 않

352) 이재민, 앞의 책, pp.277-278.
353) Brazil- export financing programme for aircraft(AB), pp.40-49.
354) 반덤핑 협정 제2.1.1조: 제2항의 목적상,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고 있고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비용은 일
반적으로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산출된다. 
당국은 조사기간 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시한 증거를 포함, 비용의 적절한 할당
에 관한 모든 입수 가능한 증거를 고려한다. 단, 이러한 비용의 할당은 특히 적절한 
분할상환 및 감가상각기간의 설정, 자본지출 및 다른 개발비용에 대한 공제와 관련하
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전례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 따
른 비용할당에 아직 반영되지 못했을 경우, 현재 및/또는 미래의 생산에 혜택을 주는 
일회성비용항목 또는 생산개시 가동으로 인하여 조사기간 중 비용이 영향을 받는 경
우는 비용이 적절히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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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적정 관세환급금을 비교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에 정액환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초과의 판별에 있어서 일정한 규범적인 규정으로 보

완하여 해당 제도를 통한 초과의 방지를 규정할 수 있다. 덤핑방지협정

의 경우 정상가격에 대한 규범적인 조항과 이에 대비되는 비교가격을 경

우의 수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는 수출국이 정상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덤핑의 판정’을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방지한다. 유사하게 관세

환급제도에서 운용되는 두가지 큰 틀인 ‘개별환급제도’와 ‘정액환급제도’

로 나누어 실질적으로 초과를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별규정을 보완

한다면 이는 ‘정액환급제도’의 적용에 있어 단순히 ‘초과금지’라는 모호한

규정에서 벗어나 초과환급을 방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표16] 개정 보조금 협정 규정(안) 

[WTO 보조금 협정의 해석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355) WTO 보조금 협정 Ⅰ의 (i)항 단서규정 : 특수한 경우 기업은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 동일한 성격의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경우에
는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지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격 현재 협정 개정 보조금 협정(안)

규범값
관세조정

금액355)

① 개별적인 방법인 수출물품별로 관세조정금액을 산출

할 경우, 각각의 수출물품별로 납부한(양도액 포함) 관세

조정금액

② 정액산출방법으로 관세조정금액을 산출할 경우, 수입

과 상응하는 수출의 2년의 범위에서 수출자가 납부한(양

도액 포함) 관세조정금액

※각주 규정: 규범값에 대해 수출자가 납부 또는 양도 받

는 최소한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이는 관세납부영수증

(관세양도 영수증) 및 제조공정도와 같은 유사한 종류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비교값 없음

① 개별적으로 수출물품별로 산출할 경우, 각 수출물품별

로 지급받은 관세조정금액

②정액산출방법으로 각 수출자별로 지급(양도)받은 관세

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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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의 [표 16]과 같이 WTO 보조금 협정에 있어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액에 대한 ‘규범값’과 ‘비교값’에 대해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바

이다. 개별적인 산출방법을 적용할 경우 규범값과 비교값은 개별 수출물

품별로 산출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정액적으로(fixed) 산출하는 경우 규

범값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방법론적으로 정액환급

이라는 제도의 범위에서 초과의 방지라는 규범을 보완할 수 있다.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Ⅰ의 (i)항에서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대해 정상적인 폐기물의 고려를 허용함과 동시에 국내시장 투입

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경우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 이루어지면,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수입재료’와 ‘국내재료’와의 대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수

입에 상응하는 수출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수출자가 납부하거나 양도받

은 관세조정금액’을 그 규범값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액환급

제도가 대체환급제도와 결합될 경우, 수입관세조차 지불하지 않은 기업

에 대한 관세환급을 허용할 위험이 있던 기존 규정에 존재하였던 초과환

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자별로 2년 내의 범위에서 납부한(양도받은) 관

세의 범위 안에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각 관세조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개별환급제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

를 지불한 수출제품에 대해 소요부품명세서(BOM)이라는 근거서류를 제

출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정액환급제도에서는 각 수출물품에 어떠한

수입재료가 투입되었다는 최소한의 증빙조차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

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증빙서류 규정 또한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수출

자가 수출에 상응하는 투입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납부 서류 또는 양

도받은 서류 및 해당 수출물품에 해당 수입재에 투입되었다는 제조공정

도 등의 서류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각주 규정을 통

해 이를 보완할 것을 제시하는 바이다. 즉 해당 규정을 통해 관세조정제

도에 있어 경우의 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완한다면, ‘초과금지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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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준점을 제시하여 이와 관련된 소모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의

의가 있다.

제 2 절 부속서 Ⅱ-Ⅲ의 조사규정

1. 문제의 소재

수출물품과 관련된 관세조정과 관련하여 부속서 Ⅱ 및 부속서 Ⅲ에

서는 별도의 조사규정을 통해 각각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해 상계관세 부과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경우나 ‘대체환급제도 판정에

관한 상계관세 부과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부속서 Ⅱ 및

부속서 Ⅲ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356) 하지만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체적인 적용 지침 부재라는 문제점이 발생한

다. WTO 판정기구는 관세조정에 따른 상계관세조사에 있어 부속서 Ⅱ

및 부속서 Ⅲ에 따른 조사를 통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취해야 할 관

련 규정의 부재(silence)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 전체의 체계에 따라

제5부의 제12.6조 조사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357) 그러

356) 부속서 Ⅱ의 제2조의 서문에서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와 부속서 Ⅲ의 제2.1조부
터 제2.5조에서는 공통적으로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를 수행할 경우 각각의 
부속서의 조사규정을 바탕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n examining whether inputs are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product, as part of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pursuant 
to this Agreement, investigating authorities should proceed on the 
following basis: (중략)

   In examining any substitution drawback system as part of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pursuant to this Agreement, investigating 
authorities should proceed on the following basis: (중략)

357) EU -PET (Pakistan)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부속서 Ⅲ의 제2.3조와 부속서 Ⅱ
의 제2.2조가 초과환급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불완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명백히 초과조정금액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바는 부속서 Ⅱ-Ⅲ에
서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EU –PET (Pakistan)(AB), WT/DS486/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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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보조금의 판별의 문제와 관련한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에서 패널은 이 문제에 대해 보조금 협정의 각주 35는

제2부와 제3부의 조항이 제5부의 조항과 병행할 수 있으나, 제2부와 제5

부가 항상 병렬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제12조 제6항에

해당하는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정한바 있다.358)

따라서 관세조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규정한 부속서 Ⅱ-Ⅲ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 포괄적이며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동 규범은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

황을 초래한다.359) 이는 부속서 Ⅱ-Ⅲ의 조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

출국의 상관행 고려’ 및 ‘합리성’, ‘효과성’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

의적인 해석을 야기하는 규정으로 인한 것이다. 비록 제5부의 조사규정

이 부속서의 조사규정을 보충할 수는 있지만 관세조정에 대한 초과의 구

체적인 판별기준은 제5부의 조사규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구체적인 ‘초과’에 따른 수출보조금의 판별의 문제는 부속서 Ⅱ-Ⅲ을 구

체적으로 보완하여 규정하여야하며 제5부의 상계조사를 위한 조사규정은

단지 이를 보충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표 17] 부속서 Ⅱ-Ⅲ의 조사규정 및 범위규정 분석

paras.5.131-5.139, para.5.86.)
358)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Panel), WT/DS541/R, para.7.215. 
359) EU — PET (Pakistan)(Panel), WT/DS486/R, note 94.

규정 부속서 Ⅱ 부속서 Ⅲ

제2조의 

서문

이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조사의 

일부로서 투입요소가 수출품의 생

산에 소비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함에 있어서 조사당국은 다음을 

기초로 진행하여야 함.

이 협정에 따라 상계관세조사의 

일부로서 대체환급제도를 검토함

에 있어서 조사당국은 다음을 기

초로 하여 진행하여야 함.

조사규정

 제2.1조-제2.2조 제2.1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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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 협정의 해석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한편 부속서 Ⅱ-Ⅲ의 조사규정에 대한 또 다른 해석에 관한 쟁점이

존재한다. ‘초과’에 대한 판별의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속서 Ⅱ-Ⅲ에

규정하고 있는 조사규정 속 범위규정을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있어서도

적용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부속서 Ⅱ-

Ⅲ의 제2조 서문에서 공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

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제5부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규정에만 부속서 Ⅱ의 제2.1조부터 제2.5조의 규정과 부속서 Ⅲ의 제

2.1조부터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수출물품에 투입된 요소

에 대한 범위규정을 ‘초과’의 판별에 있어 고려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Ⅱ-Ⅲ의 체계에 따르면 해당

범위규정은 제5부의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가 실시된 경우에 한

해 부속서 Ⅱ-Ⅲ의 제2조의 조사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부동 범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속서 Ⅱ

-Ⅲ의 제2조 규정은 조사의 절차에 관련된 규정과 범위에 대한 규정으

로 별개로 분리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고려되

①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

요소 및 그 양을 확인하는 제도 

또는 절차를 보유하고 적용 

②

-추가적으로 동 제도가 합리적

(reasonable)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

(effective)인지 

-수출국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상관행(commercial 

practice)에 입각하고 있는지

③ 추가검사를 통한 초과환급 발

생 여부 검토할 수 있음

① 국내재료 대체에 대한 검증제

도와 절차의 존재하고 적용 

②

-추가적으로 동 제도가 합리적

(reasonable)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

(effective)인지 

-수출국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상관행(commercial 

practice)에 입각하고 있는지

③ 추가검사를 통한 초과환급 발

생 여부 검토할 수 있음

 

범위규정

제2.3조 

투입요소의 범위

제2.4조 

대체환급의 범위

제2.4조-제2.5조 

폐기물의 정상적인 참작의 범위

제2.5조 

대체환급에 있어 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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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부속서 Ⅱ의 제2.3조-제2.5조와 부속서 Ⅲ의 제2.4조-제2.5조

는 각각의 부속서 제1조로 수정되어 협정문의 체계상 수출보조금의 판별

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EU -PET

(Pakistan) 사건에서는 제5부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 부속서 Ⅱ-Ⅲ의

제2조의 조문의 흠결에 대한 해석 문제가 쟁점이 되어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360) 이는 제2조의 서문과 같이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를 위

한 규정이라면 제5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야하나, “제12조제6

항에 따라 특정한 실제적인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함에 따라 부속서의 조사규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조

사절차에 따른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 보완의 방향

WTO 보조금 협정에서 관세조정제도 관련 조사규정은 관련된 분쟁

이 발생할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에 따라

판별할 것을 규정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 조사규정이 유의미하기 위

해서는 제5부의 조사규정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며 독립적으로 기능하여

야 한다. 따라서 현재 WTO 보조금 협정 규정이 관세조정을 통한 수출

보조금 판별의 규정이 부재하여 제5부의 조사규정에서 종속되도록 규정

한 바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속서 Ⅱ-Ⅲ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규정은 조사에

360) EU — PET (Pakistan)(AB), WT/DS486/AB/R, para.5.139, “As regards this 
procedural step, where an investigat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there is 
no verification system in place in the exporting Member, or a verification 
system is in place but it is not fit for purpose, or it has not been applied 
effectively by the exporting Member, and where a further examination by 
the exporting Member has not been undertaken or is considered 
unsatisfactory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y, it is true that Annexes II and 
III do not explicitly provide for what should happen next.(…)”, (이탤릭체; 필
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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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절차규정과 범위규정으로 혼재되어 있다. 사실상 수출보조금의 판

별에 있어 ‘초과’에 대한 판별을 하려면 동 범위규정은 수출보조금의 판

별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표 16]에서 논의된 범위규정인

부속서 Ⅱ의 제2.3조에서 제2.5조와 부속서 Ⅲ의 제2.4조에서 제2.5조의

경우, 제1조로 이동하여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에만 적용되는 것

이 아닌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공통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표 18]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의 조사규정과 보완 방향

[WTO 보조금 협정의 해석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규정 현재 부속서 Ⅱ와 부속서 Ⅲ 보완 방향

조사당국

에 의한 

조사

①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

입요소 및 그 양을 확인하는 제

도 또는 절차를 보유하고 적용 

(부속서 Ⅱ)

① 국내재료 대체에 대한 검증

제도와 절차의 존재하고 적용 

(부속서 Ⅲ)

① 제도 또는 절차가 개별적인 산

출규정인지 또는 정액적인 산출규

정인지 검토

- 개별환급제도의 경우 각각 수출

제품별로 산출하여 환급하였는지 

검토

- 정액환급제도의 경우 2년 내의 

범위에서 지급한 또는 양도받은 

관세의 범위 내에서 환급하였는

지 검토

②

-추가적으로 동 제도가 합리적

(reasonable)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

(effective)인지 

-수출국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상관행(commercial 

practice)에 입각하고 있는지

②

-초과조정을 막기 위해 기존 납부

된 금액을 확인하는 개별적으로 또

는 정액적으로 산출하는 규정이 있

는지 여부

-납부한 관세를 확인하기 위한 서

류의 구비를 조정의 요건으로 하는

지 여부 

수출국에 

의한 조사
③ 초과환급 발생 여부 검토

③ 수출회원국에 조사 통보 의무로 

수정

제12.6조

에 의한 

조사

④ 구체적인 검증절차의 경우 

제12조 6항에 따라 실제적인 조

사가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

음

④ 구체적인 검증절차의 경우 제12

조 6항을 따라 실제적인 조사를 수

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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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부속서 Ⅱ-Ⅲ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합

리성’, ‘의도된 목적의 효과성’, ‘수출국의 일반적인 상관행의 입각’ 규정

은 판정 주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범으로 작용하여 ‘초과금지원칙’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분쟁

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의 [표 18]과 같이 구체적인 규범으로 개

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존에 모호하였던 규정에서 벗어나 관세환

급금액의 개별적인 산출과 정액적인 산출방법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초

과’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또한 부

속서 Ⅱ-Ⅲ의 조사규정은 얼마나 초과조정금액이 발생하였는지 판별하

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앞서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의 규정이 ‘초

과조정금액’이 발생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보완하였다. 첫째로 현재 부속서 Ⅱ-Ⅲ의 조사제도는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 및 그 양을 확인하는 제도 또는 절차를 보유하

고 적용하는지 검토하며, 국내재료 대체에 대한 검증제도와 절차의 존재

하고 적용하는지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앞의 제1절의 보완 방

향과 발맞추어 개별적인 산출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또는 정량적인 산

출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따른 분류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제도적으로 초과조정금액의 발생을 막기 위해 기존 지급된 금액을

개별적으로 또는 정액적으로 산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납부한(양

도액 포함) 관세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의 구비를 요건

으로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초과조정금액의 발생을 방지하

는 제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기존 부속서 Ⅱ-Ⅲ의 조사는 수출국의 조사를 선행요건으로 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같은 제도 또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만,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

는 경우에는, 실제 관련된 투입요소에 기초한 수출회원국의 추가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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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초과지급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맥락에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규정에 따라 초과조정금

액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주체는 수출국이 아니기에 해당 규

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수출국의 통보

의무로 수정되어 제5부의 조사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도록 수출국

에게 자료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는 것이 적정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나 절차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 제6항에 따라 특정한 실제적인 검사 실

시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61)는 규정은 부속서 Ⅱ-Ⅲ의 공

통적인 규정이다. 이는 EU — PET (Pakistan) 사건에서 동 규정의 흠

결 여부가 분쟁의 쟁점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12.6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can)”라는 선택

적 규정에서 벗어나 “하여야 한다(should)”는 의무적 규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제 3 절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의 범위규정

1. 문제의 소재

부속서 Ⅱ에 규정된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와 관련하여

첫째로 물리적으로 결합된(physically incorporated)이라는 문구의 해석과

361) WTO 보조금 협정 제12.6조 : 조사당국은 충분한 시간 전에 당해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 회원국이 조사에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1) 당해 기업이 동의하고, (2) 당해 회원국
에 통보하고, 이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 구내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기업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부속서 6에 규정된 절차는 기업 구내에서의 조사
에 적용된다. 당국은 비밀정보 보호요건을 조건으로 관련 기업에게 이러한 조사결과
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그 결
과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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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정상적인 폐기물(Normal allowance for waste)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있어 쟁점이 발생한다. 비록 부속서 Ⅱ는 이들의 범위를 정의규

정을 활용하여 그 범위를 한정시키나, 이들의 해석에 있어 각 국가는 자

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에서도 관세조정의 대상에 있어 에너지, 연료 및 오일, 촉매

재와 같은 자본재를 ‘물리적으로 결합된(physically incorporated)’ 대상으

로 볼 것인가가 분쟁의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

은 부속서 Ⅱ의 제2.3조이다.362) 투입재는 물리적으로 수출품에 포함되어

야 하나 이는 투입된 형태의 변형을 허용한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투입재의 형태와 제조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부속서 Ⅰ과 같이 예시

규정으로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상적인 폐기

물(Normal allowance for waste)’의 범위는 부속서 Ⅱ의 제2조 4항363)과

제2조 5항364)에서 규정한다. 해당 규정 역시 “수출국 산업의 평균적인

362) 부속서 Ⅱ.Ⅱ.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물리적으로 결합된 재료에 대한 대상의 범위
를 규정하고 있다.

   Investigating authorities should treat inputs as physically incorporated if 
such inputs are used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are physically 
present in the product exported. The Members note that an input need 
not be present in the final product in the same form in which it entered 
the production process. (이탤릭체; 필자 강조)

363) 부속서 Ⅱ.Ⅱ.제4 조에서는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특정 투입요소의 양을 결정할 때
에는 “폐기물의 정상적인 참작”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a particular input that is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product, a "normal allowance for wast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such waste should be treated as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product. The term "waste" 
refers to that portion of a given input which does not serve an 
independent function in the production process, is not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product (for reasons such as inefficiencies) 
and is not recovered, used or sold by the same manufacturer. (이탤릭체; 
필자 강조)

364) 부속서 Ⅱ.Ⅱ.제5조에서는 주장된 폐기물에 대한 참작이 ‘정상적’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할 요소를 규정한다.

 
   The investigating authority's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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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그리고 다른 기술적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결

합되어 자의적인 해석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수출국 산업의 평균

경험’이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를 적절히 고려할 방법은 모

호하다. 따라서 이를 예시규정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한편 개별환급제도

와 정액환급제도에 대한 구별에 따라 동 범위규정은 개별적으로 환급률

을 구하는 과정 및 정액적으로 전체 산업 환급률을 산출하기 때문에 범

위규정은 각각 개별적으로 고려되거나 전체 산업구조별로 고려되어야 한

다.

2. 보완의 방향

‘물리적으로 결합된’이라는 조문에 대한 해석은 부속서 Ⅱ의 제2.3조

의 “투입요소가 생산에서 사용되고, 수출상품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경

우 조사당국은 이러한 투입요소를 물리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라는 절과 “투입요소가 생산에 투입된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최

종상품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한다.”는 절에 의해 그 범위가

규정된다. 하지만 후자의 절에 의해 동 범위규정은 해석상의 모호성을

갖는다. 따라서 자본재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노무비, 감

가상각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배제하여 예시규정을 통해 보완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정상적인 폐기물’이라는 조문 역시 부속서 Ⅱ의 제2.4조

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제2.5조를 통해 수출국산업의

평균적인 경험과 생산과정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조문의 모호함을

낳는다. 이는 제2.4조에 대한 단서규정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일견 제2.4조

allowance for waste is "normal"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production 
process, the average experience of the industry in the country of export, 
and other technical factors, as appropriate. The investigating authority 
should bear in mind that an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the authorities 
in the exporting Member have reasonably calculated the amount of waste, 
when such an amount is intended to be included in the tax or duty 
rebate or remission. (이탤릭체;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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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2.5조는 대비되어 해석된다. 이에 [표 19]와 같이 예시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 19] 부속서 Ⅱ의 조문 보완 방향

[WTO 보조금 협정의 해석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따라서 제2.4조에 대해서는 예시규정으로 조문의 구체성을 보완하고

제2.5조에 대해서는 수출국 산업에 대한 평균적인 고려 등의 예외적인

허용을 요구할 경우,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로 보완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이는 제2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 범위규정의 경우 제2

조가 아닌 부속서 Ⅱ 제1조로 조문의 위치가 이동되어야 한다. 이는 제2

조의 서문에 있어 해당 조사규정을 상계관세 부과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

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상계조사를 위한 관세의 부과

조문 현재 규정  보완 방향

“물리적으로 

결합된”

1절 : 투입요소가 생산에서 사

용되고, 수출상품내에 물리적으

로 존재할 경우 조사당국은 이

러한 투입요소를 물리적으로 포

함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2절 : 투입요소가 생산에 투입

된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최종

상품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한다.

각주 규정 : 자본재, 감가상각

비, 노무비 등은 물리적으로 결

합된 투입요소로 보지 않는다. 

“정상적인 

폐기물”

① 생산과정에서 독자적인 기능

을 수행하지 않고 주어진 수출

품의 생산에 소비되지 않으며

(비효율성등을 이유로) 동일한 

제조자에 의해 회수, 사용 또는 

매각되지 아니하는 투입요소의 

일부를 말한다.

② 폐기물에 대한 참작이 "정상

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

사당국은 생산과정, 수출국산업

의 평균적 경험, 그리고 다른 

기술적 요소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①에 대한 각주 규정 : 폐기된 

잔여 투입재료와 같이 자투리 

천, 남은 재료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잔여 투입재

료를 말한다. 

②에 대한 각주 규정 :  제조공

정도 등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

다. 정액적인 산출방법의 경우 

해당 산업구조별 공통적인 서류

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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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해당 범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

므로 제1조로 수정하여 수출보조금의 판별 및 조사규정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365)

한편 ‘생산물품의 투입된 요소’를 정액환급제도라는 방법을 운영하여

고려할 경우 개별환급제도의 운영방법과는 달리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리적으로 결합된’이라는 범위규정의 보완과 “정상적인 폐기물”에 대한

보완규정은 정액환급제도에서는 산업구조별로 전체 산업에 대한 평균값

을 활용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보완할 수 있다. 이에 평균적인 산업

별 구조에 근거한 적정한 서류를 전체 산업별로 제공하여 해당 방법을

적용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액환급제도에서 운영

가능한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전체 산업구조로 환

급률을 적용하도록 고안되기 때문에 정액환급제도는 앞의 [표 16]에서

제안한 규범값과 비교값으로 규정하여 일정한 초과환급을 방지할 수 있

도록 하는 초과환급방지 규정과 함께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절 대체환급제도의 범위규정

1. 문제의 소재

대체환급제도의 허용은 관세의 조정 중 유일하게 관세환급제도에서

만 허용되는 특수한 규정이다. 관세환급제도에서는 ‘수출물품에 투입된

투입요소에 대한 산정’에 대해 부속서 Ⅰ의 (i)항의 단서규정과 부속서

Ⅲ 규정에서 ‘수입재료’와 ‘국내재료’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재료 간 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관세의 환급을 허용한

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재료와 국내재료의 대체를 허용하는 요건인 “동

일한 품질과 특성(same quality and characteristics)”에 대한 해석의 문

365) 동 논문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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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 어떤 국가들은 동일한 ‘HS CODE’를

기준으로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재료의 범위를 규정하기도 한다.366) 이

와 관련하여 ‘동일한 품질과 특성’에 대한 정의는 협정에 명백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광범위한 범위로 해석할 경우 초과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WTO 보조금 협정은 관세환급제도에서 동종종질 물품의 ‘수입

재료’와 ‘국내재료’에 대해서는 허용하면서, 국가가 다른 ‘수입재료’ 간의

대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는 부속서 Ⅲ의 제2.4조 대체환급제도

의 범위규정의 해석문제와 연관되는데, 특정 수입선적분을 수출자가 선

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같은 국가에서만 수입된 재료에 대해 허

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와 혼합되어 대체되어도 무방하다는 것

인지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발생한다.

2.4.367)“환급이 청구되는 특정 수입선적분을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환급 규정의 존재는 그 자체가 보조금을 수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

한다.”

366) 미국의 경우, 일정한 물품에 대해 동일한 품질과 특성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코드 8자
리가 동일한 물품으로 규정하여, 동일하다면(the same 8-digit HTS subheading 
number) 동일한 품질과 특성물품으로 간주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실제 사용되었
다면, 그 수입원재료 등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수출이나 멸실 시점에 그 사
용액만큼 환급된다. 또한 한국의 경우, 정액환급제도(Fixed Duty drawback 
Scheme)의 경우, 수출물품의 동일한 품질과 특성 물품을 HSK(HS CODE) 10자리가 
같은 물품으로 간주하여 물품별로 정해진 환급률에 수출금액(FOB 금액 기준)을 곱해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367) WTO 보조금 협정 Ⅲ.Ⅱ.제4조에서는 대체환급제도에 대해 규정하면서 수입재료 간
의 대체에 대한 지나친 엄격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입국가가 달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수입재료 간의 대체에 대해 확장되어 허용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The existence of a substitution drawback provision under which exporters 
are allowed to select particular import shipments on which drawback is 
claimed should not of itself be considered to convey a subsidy.(이탤릭체; 필
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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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확하지 않은 범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한 품질과 특성

물품의 수입재료 간의 대체가 발생하면 이는 무역왜곡현상을 심화시킨

다. 고세율로 수입된 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하여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저세율이나 무세율로 수입된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재료에 대

해서는 관세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범위에 대해 같은 HS CODE로 수입하는 경우, 동 규정

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HS CODE에는 다른 용도

와 특성 및 품질을 가지는 물품이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

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였으므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편 관

세평가협정에서는 ‘동종동질 물품(identical)’의 개념을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을 포함

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의 경미한 차이는 불문함)368)라고 규정

하고 있다. 동 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나, 보조금 협정에서는 “당해 수입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규정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국가가 달라 수입세율이 다른 수입재료 간 대체의 허용 여

부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이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

다고 생각된다. 무세율이나 저세율의 수입재료가 고세율로 대체되는 것

은 관세환급제도에 의한 무역왜곡현상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두

재료 사이에 대체가 허용될 정도로 동일한 특성과 품질의 물품이라면 굳

이 고세율의 수입재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수급상황의 부족으로

인해 고세율의 수입재료를 일정 부분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증거를

제출한다면 이를 일부분 인정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국가별로 지역무역협정(FTA)이 광범위하게 체결된 상황

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FTA 혜택을 통해 무관세 또는 저율의

368)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5조 : “동종
동질상품(identical)”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성가를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의미한다. 외양상 경미한 차이는 그 밖의 점에서는 정의에 일치하는 상품이 
동종동질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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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로 수입재료를 조달하게 되는 상황에서 수출국에게 중복 수혜효과를

주어 무역왜곡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369) 이로 인해, 미국의 NAFTA와 칠레와의 FTA에서는 관세환급제

도가 제한되었으며,370) 한국이 유럽연합과의 지역무역협상 체결과정에서

는 관세환급제도의 허용 여부와 제한이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이 된 바

있다.371)

2. 보완의 방향

관세환급제도에서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수입재료’와 ‘국내재료’에

대해 대체를 허용하는 규정은 실제 관세환급금의 산출과정에서 수입재료

와 국내재료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별도의 관리가 어려울

경우, 관세환급금의 산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 규정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범위의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수입재료’와

‘국내재료’의 대체환급 허용규정은 초과환급금의 지급을 심화시킬 수 있

다. 현재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Ⅰ의 (i)항 및 부속서 Ⅲ에서는 대체

환급제도의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재료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

며 수입재료의 대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한다.372) 이와 관련하여,

369) Sherzod Shadikhodjaev, “Duty Drawback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Foes or Friends?”, J Int Economic Law, 16 (3): 587, (2013).

370) 19 USC, Ch. 4: TARIFF ACT OF 1930 From Title 19—CUSTOMS DUTIES.
371) 장근호, “한·EU FTA 관세환급 세이프가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

구 제17권 제4집, (2017), p.172.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의정
서 제14조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출용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환급(면제)
을 관세율 5%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동 협상에서는 막바지에 관세환급 허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372) 부속서 Ⅰ의 (i)항의 단서규정에서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 이루
어지면,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수입재료’와 ‘국내재료’와의 대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속서 Ⅲ의 제1조에서는 환급제도는 투입요소가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
서 소비되고, 그리고 그 다른 상품의 수출이 수입된 투입요소를 대체하는 투입요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 국내산 투입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요소에 대한 수입
과징금의 환불이나 환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162 -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수입재료와 국내재료 간의 대체와 국가가 다른

수입재료 간 대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해당 조문 역시 본 장 제2절에서 다룬 바와 같이 범위규정이므로

수출보조금의 판별에도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동 범위규정은 부속서 Ⅲ

제2.4조와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부속서 Ⅲ 제2조의 서문에서

는 이하의 조문을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해서 참고하도록 규정하여 수출

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범위규정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대체환급제도의 범위를 규정하는 부속서 Ⅲ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제2조의 규정에서 벗어나 제1조로 이동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373)

한편 대체환급제도의 규정은 개별환급제도와 정액환급제도에서 요구

되는 증거의 범위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액환급제도의 경우

동일한 산업별로 환급에 대한 일정 비율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환급제도의 적용 역시 전체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증빙도 산업구조별 공통적인 증빙서류로 갈음될 수 있도록 규정하

는 것이다. 다만 정액환급제도의 경우에는 비교값과 규범값으로 초과환

급방지 규정을 제안한 [표 16]과 같이 초과환급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도록 부속서 Ⅰ의 (i)항에 규정된 2년간의 범위를 지정하여 납부한(양

도받은) 관세의 범위에서 환급을 허용하도록 한 규정과 혼합되어 활용되

어야 할 것이다.

[표 20] 부속서 Ⅲ의 조문 보완 방향

373) 동 논문 pp.123-124.

조문 현재 규정 범위규정 추가 보완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수입재료와 

국내재료의 대체

범위규정 부재

 동일한 HS CODE를 가지며, 물리

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외양의 경미한 차이는 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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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 협정의 해석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개별환급제도에서 대체환급제도의 적용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재료 범위에 대해 현재 국제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HS CODE

라는 조건 외에도 추가적인 소명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제품별로 소요부품명세서(BOM)와 같은 세부

적인 서류를 통해 수입재료를 확인할 수 있어, 무역왜곡의 부작용을 감

수하는 방향으로 초과되는 관세환급금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수입국가

가 다른 ‘수입재료’ 간의 대체가 허용되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374)

모호하였던 수입재료 간 대체 허용여부 역시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재

료 간 대체 허용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료의

수급상황의 부족으로 인해 고세율의 수입재료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밖

에 없었던 증거를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74) 부속서 Ⅲ의 제2.4조.

수입재료 간 대체

환급이 청구되는 특정 

수입선적분을 수출자

가 선택할 수 있는 대

체환급 규정의 존재는 

그 자체가 보조금을 

수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함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수입재료 

간의 대체가 허용되나, 개별환급제

도의 경우 수입국가가 달라 세율이 

다른 수입재료의 경우 대체환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상황의 부

족으로 인해 고세율의 수입재료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증거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정액

환급제도의 경우 해당 산업구조별 

공통적인 증빙서류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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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제도의 일환으로서 각 국가는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조정을 통해 무역 원활

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관세조정의 다른 유형인

감면, 이연, 면제 등도 각 국가의 산업구조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

WTO 보조금 협정에서는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제도를 이중과세 방지로

써 협정에 합치하는 제도로서 인정한다. 그러나, 적정한 관세조정은 보

조금조차 구성하지 않으나, 발생한 관세보다 그 조정금액이 초과될 경우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을 구성하여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규정하

여 양극단의 법적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수출보조금의 판별을 결정짓는 ‘초과’에 대한 해석은 이에 대

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적정금액인

규범값과 실제 조정 금액인 비교값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WTO

보조금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관세조정에 대해

부속서 Ⅰ-Ⅲ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의도하였으나, 이는 조문 체

계상의 문제점과 실질적 규정 미비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관세조

정제도는 각국의 세금구조에 기반을 두고 운영된다는 점과 과세주권의

권리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잡성과 상이성

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WTO 판정기구는 일찍이 조세 혜택의 수출보조

금 판별과 관련하여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가정을 고안한 바 있으며, 관

세조정제도에서도 동 테스트를 활용하여 보조금의 존재를 판별한 바 있

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조세인 관세와 조정이 불가능한

조세인 직접세는 다르게 판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관세조정과 관련

하여 원칙적 조정이 가능한 범위와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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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조문의 경우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금지보조금의 엄격성을 고려할 때, 초과될 경우 수출보조금으로 간

주될 수 있는 관세조정제도에 대한 판별 원칙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

다. 수출보조금은 금지보조금에 속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범위에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폐지되어

야 한다.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은 기존에 상계관세

부과를 쟁점으로 다뤘던 것에서 벗어나, 해당 조치의 폐지를 목적으로

제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앞으로 관세조정의 수출보조금 판별과 관

련된 다툼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적인 수출보조금

의 판별원칙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을 기반으로 검토한 결과, 제3조

에 규정된 ‘조건성’을 기준으로 수출보조금을 판별하게 되며 관련 규정인

부속서가 중요한 논점이 됨을 확인하였다. 다른 유형의 보조금과 같이

보조금의 판별에 있어 제2조의 ‘특정성’을 고려하거나 부정적 효과를 입

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출보조금 판별의 원칙은 단순화된다. 더욱이

관세조정제도 수출보조금 판별원칙은 부과된 금액보다 초과된다면 법적

구조상 ‘조건성(contingency)’에 대한 충족을 하게 되므로 ‘초과금지원칙’

이 유일한 원칙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서 ‘초과’의 기준을 해석할 때,

부속서 Ⅰ-Ⅲ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

출하였다. 하지만 동 규정에서도 실질적인 수출보조금의 판별기준은 부

재한 상황이며, 부속서 Ⅱ-Ⅲ의 서문에는 오직 상계관세부과와 관련해

범위규정을 둔 조문 체계상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더욱이 수출보조금 판

별을 쟁점으로 제소한다면, 실질적으로 입증책임은 피제소국으로 전가된

다.

이와 관련하여, EU –PET (Pakistan) 사건에서 유럽연합은 ‘초과금

지원칙’에 대해, 관련 부속서 Ⅱ-Ⅲ의 조사규정의 흠결을 근거로 하여

전체 조정 금액을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였으나 패널과 상

소기구는 초과조정액만이 수출보조금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동 판정에서 문제점은 적정환급액과 초과환급액의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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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당국에 수출보조금에 대한 판별

기준을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회원국들은 명확하지

않은 범위규정과 실질적인 규정의 부재로 인해 수출보조금 판별의 문제

에 부딪힌다. 이와 유사하게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에

서도 수출보조금의 판별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수출

보조금 판별의 그 자체가 쟁점이 된 바 있다. 위임된 수출보조금의 판별

문제는 조사당국에 그 권한을 부여하여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당사국의 과세원칙 결정 사항에 대해 침해하지 않으면

서 국제법상으로 초과되는 수출보조금을 적정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보

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세환급제도는 관세조정에 있어 관련 규정인 부속서Ⅰ-Ⅲ에

서 예외적 규정의 범위가 넓다는 점에 비추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실제 운용되는 관세환급제도의 국가별 상황 차이로 인해 해석 주체간 해

석의 괴리는 커지게 된다. 국가별로 실제 운용되는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해 소요된 관세환급금을 정확히 산출하는 제

도와 간이하게 정액환급률을 적용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 제도로 나

누어진다. 후자의 정액환급제도를 활용할 경우, WTO 보조금 협정의 원

칙인 초과금지원칙에 대해 적정환급액과 초과환급액의 비교가 실질적으

로 불가능하여 초과환급에 대해 묵인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대표

적인 예로 한국의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경우, 부속서 Ⅲ의 동일재료에 대

한 대체환급제도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HS 10단위가 같은 경우 동일한

재료로 간주하여 환급을 허용하며, FOB 기준 원화 10,000원당 일정 비

율로 정해진 금액을 환급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 환

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

하여 고시된 비율을 활용한다. 그 결과, 수입재료와 동동종질의 국내재료

간의 대체가 허용되어 수입재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실

적에 따라 관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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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이는 관세조정제도에 대한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Ⅱ-Ⅲ에

규정된 조사규정인 ‘합리성’, ‘효과성’,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상업적 관행’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조사 기준으로

인해 자의적인 해석의 문제는 심화된다. 또한 관세환급제도는 지역무역

협정의 증가로 인한 저세율 내지 무세율의 재료 수입으로 인해 각국이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갖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

다. 관세환급제도는 동일한 품질과 특성의 국내재료와 수입재료 간의 대

체를 허용하며, 실질적으로 수입재료 간의 대체 또한 허용되는 상황을

초래하기에 고세율의 자재에 대해 환급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무역을 왜

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조정제도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판별원칙을 명확화하기 위

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일반적인 수출보조금 유형

과 달리 관세조정을 통한 수출보조금은 보조금 협정의 제3조에 대한 ‘조

건성’은 ‘초과’의 여부로 결정된다. 따라서 반덤핑 협정과 비교하여 ‘불

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보완 방향으로 규범값과 비

교값을 활용하여 개별환급제도와 정액환급제도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

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속서 Ⅱ-Ⅲ의 조문 역시 ‘초과’의 범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기존 조문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범위규정과 조사규

정을 분리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법과 함께 예시규정과 범위규정을 통해

불명확한 조문을 보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관세조정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판별기준이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동 기준이

조사당국에 위임되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를

선결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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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es in the tariffs

drawba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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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s adjustment in SCM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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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es are given to specific companies or industrial groups to

promote their own industries for policy purposes in each country, and

this has the net function of revitalizing the economy. However, the

existence of such subsidies leads to changes in market where

internationalization has taken place, resulting in unfair trade

distortions. SCM agreement, ‘export subsidy’ is regulated and

prohibited as a prohibited subsidy. ‘Export subsidy’ is considered to

cause ‘injury’ to the fair trade order, and thus is defined as a type



- 181 -

that should be prohibited. Although it is subject to stricter legal

regulations than other types of subsidies, the principle of determining

export subsidies is relatively simplified as it is considered ‘injury’ in

itself.

Export subsidies tend to be paid by disguised in indirect form

rather than in direct form. The amount of tariffs adjustments

exceeding the amount incurred also constitutes an indirect export

subsidy. Subsidies through these tax benefits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given the sovereign powers of each Party's tax authority

to decide its own tax rules. Since the WTO agreement is based on

destination taxation policy, tariffs levied on exported goods are

basically allowed to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These adjustments are allowed tariffs

exemptions, reductions, refunds and deferrals, provided they do not

exceed the amount imposed tax under the SCM agre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excess amount' has occurred

compared to ‘amount incurred', but there is no norm for this.

In addition, although related investigation regulations exist in

Annex II-III, the scope is limited to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Also, the relevant investigation regulations lead to

arbitrary interpretation due to the overly comprehensive provision

such as ‘based on generally accepted commercial practices in the

country of export'. The interpretation of export subsidies related to

tariffs adjustment on imported materials put into export goods

became a problem, resulting in an EU-PET (Pakistan) disput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Pakistan. In the judgment of this

case, the “Excess-Remission principle”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determination of export subsidies for tariffs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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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export subsidies or calculate the

amount due to the lack of rules for calculating tariff refunds under

SCM agreement. Similarly, in the case of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the determination of export subsidies for tariffs and

indirect tax adjustments through reductions [refunds, deferrals, and

exemptions] imposed on export goods became a legal issue. In its

ruling, the panel judged India's measures as export subsidies, but

India appealed again, suggesting that a clear criterion for interpreting

export subsidies in tariff adjustment.

In particular, among the tariff adjustment systems, there are

many exceptions to the tariff drawback regulation under SCM

agreement, and accordingly, a clear interpretation is required. The

tariff drawback system has exceptions for the process of ‘calculating

import tariffs on raw materials input to exported goods.’ As for the

calculation of input materials, the normal amount of loss is allowed

and alternative drawback system is also allowed, making the

interpretation of an appropriate tariffs drawback system more difficult.

In practice, ‘indirect export subsidy payment' and ‘payment of excess

refund through the tariffs drawback system' constitute export

subsidies of the same nature in terms of the benefits received by the

exporter. This problem is further aggravated through the reality that

the fixed tariffs drawback system is widely operated. In fact, under

the fixed tariffs drawback system exporters without imported tariffs

imports can receive tariffs drawback at an average rate based on

export performance only.

Accordingly, this explores the principle of determination of export

subsidies related to the tariff adjustment system, and reviews related

regulations so that the ‘excess payment’ in the SCM agreement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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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e used to tolerate subsidy due to lack of provisions identified

tariff adjustment regulation. In particular, the tariff drawback system

has a large gap due to the complexity and difference. Therefore, it is

intended to derive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by dividing it into

the ‘individual drawback system’ and the ‘fixed drawback system’.

Keywords : Prohibition of excess payment principle, SCM

Agreement article 3, SCM Agreement Annex Ⅰ-Ⅲ, Prohibited

subsidy, Export subsidy, Tariffs[duty] drawback system,

Tariffs[duty] adjus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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