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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과제 및 영향
고 준 성
(연구위원)

〈요

약〉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주관하에 열리는 첫 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이 될 도하개발아젠다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2002년 1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각 의제별로 협상 일정을 추진하되,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일괄타결방식에 의해 의제 전반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금번 도하개발아젠다 중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의 국내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칠 분야로는 기확정의제로 이미 2000년부터 준비단계 협상이 개시된 농업과 서비스
분야라 할 수 있다. 먼저 농업분야는 농산물 수출국의 주장을 반영하여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과 수출보조 및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되 농업의 비교역
적 관심사항을 고려하자는 수입국의 입장을 절충하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그간 고관
세에 의해 보호받아 왔던 마늘, 고추, 보리 등의 농산물과 정부보조를 받아 가격을
지지하여 왔던 쌀, 보리 등의 작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분야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자발적인 자유화조치를 취
하여 전반적으로 협상의 영향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나 아직까지 시장개방을 하
고 있지 않은 시청각을 포함한 문화·오락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 및 교육서비스분
야 등에 있어 미국 등으로부터의 개방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해운서비
스나 유통서비스 등과 같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기대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편, 금번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 바로 반덤핑협상이
다. 이는 WTO 출범 이후 중국 다음으로 많은 반덤핑조치를 적용받는 우리로서는 미국
등 수입국 덤핑당국의 자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반덤핑제도 운용을 바로 잡기 위해 현
행 WTO반덤핑협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국내철강업계 등의 압
력을 받고 있는 미국정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여 그 성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타파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도하개발아젠다에 관한 합의가 가
능하였지만 개별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기존 입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어서 협
상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따라서 협상시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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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차 WTO 각료회의와
“도하개발아젠다”협상 출범
지난 GATT 시기에 있어서는 모
두 8차례의 다자간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TNs)이
열린 바 있고, 특히 제8차 다자간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지금
의 WTO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은 주
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회원국 모두가
참가하는 그러한 정식의 다자간무역
협상(a full round of negotiations)은
아직 개최되지 않았다. 그런데 1998
년 5월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차기 각
료회의 개최 때까지 “광범위한 심화
된 무역자유화”
(further liberalization
sufficiently broad-based) 문제를 논
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뉴라운드의
출범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1999
년 11월 30일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일명 ‘시애틀각료회의’)에
서는 WTO 주관하에 열리게 될 제1
차 다자간무역협상이 될 소위 ‘뉴라
운드’
(New (Negotiating) Round)의
출범 선언을 위한 집중적인 협상이

열렸으나 농업과 반덤핑 및 노동분야
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첨예한 의견대
립으로 인해 뉴라운드 개최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1)
이에 따라 2001년 11월 10∼13일
간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
차 WTO 각료회의(일명‘도하각료회
의’
)에서도 뉴라운드 출범 선언을 최
우선 과제로 하여 협상을 가졌으나
회원국들간에 기존의 입장 차이를 해
소하지 못하여 합의 도출이 쉽지 않
았으나, 회의 일정을 하루 연기한 끝
에 극적으로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작
업계획 등에 관한 각료선언(Ministe
rial Declaration)2)의 채택에 성공하였
다. 또한 그간 뉴라운드 협상으로 불
러왔던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열
리게 될 다자간무역협상의 공식명칭
을“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에 관한 합의 이외에
HIV/AIDS 등 공중보건 위기에의 대
처를 위하여 WTO 무역 관련 지적재
산권협정(TRIPS협정)이 제약이 되
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별도 각료

1) 참고로 제3차 각료회의 기간중 그간의 논의 결과를 기초로“각료선언문초안”
(Draft Ministerial
Text)이 작성된 바 있다. http://www.insidetrade.com, Text: Draft Ministerial Declaration
As Discussed in Green Room Dec. 3.
2)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20 Nov. 2001.
3) 이는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T/MIN(01)/DEC/2, 20
Nov. 2001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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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3)을 채택하였고, 또한 WTO 제
반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회
원들의 요구사항 중 상당수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한 결정4)을 함께 채택
하였다.

2. 도하개발아젠다의 부문별 협상
과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1) 도하개발아젠다 개관 및 협상
일정
제4차 각료선언의 작업계획(Work
Programme)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의제를 열거하면서 의제별로
협상과제 및 목표를 제시하는 바, 각
료선언에 규정된 의제를 몇 가지 기준
에 의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WTO 3대 규율분야- 상품, 서비스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 와 관련하여
기확정의제(built-in agenda: BIA)로
서 이미 협상이 개시되어 진행중인 농
업과 서비스, 다자간무역협상의 常設
의제라 할 수 있는 양허관세협상을 포
함한 비농산품의 시장접근(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ucts)
그리고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협정)이 모두 언급되고 있고,
그 밖에 반덤핑협정을 포함한 일부

WTO협정 및 규정이 협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WTO 조직규범
의 일부인 분쟁해결양해(DSU)의 개
정 역시 협상 대상이다. 셋째, WTO
출범 이후 제기되었다 하여 흔히‘뉴
이슈’
(New Issue)로 불리는 무역과
환경, 무역과 투자간의 관계,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작용,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 등도 협상
의제로 제시되어 있다. 넷째,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관련하여 이들이
제기한 WTO협정 이행 관련 미해결
이슈를 비롯하여 외채, 무역과 기술이
전,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최빈개도국과 이들에 대한
특별하고 구별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등 광범위한
의제가 협상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소규모 경제 국가(small economies)
의 교역도 언급되어 있다. 다섯째, 전
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 관
한 논의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상술한 광범위한 도하개발아
젠다에 관한 향후 협상 일정을 살펴
보면, 2002년 1월중 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개최함으로써 협상을 개시하여, 각 의
제별로 독자적인 협상 일정을 추진하
되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DSU

4) 이는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WT/MIN(01)/17, 20 Nov. 2001을 가리
킨다. 참고로 금번 결정에 수용되지 못한 미해결 이행 과제(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s)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일부로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WT/MIN(01)/DEC/1,
par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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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제를 예외로 하고 일괄타결방
식(single undertaking)에 의해 의제
전반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도록 하고,
협상 타결시 그 결과를 특별 각료회
의를 개최하여 채택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2) 농업분야
1) 그간의 농업협상 경과 및
회원국들의 입장
농업부문은 WTO 뉴라운드협상의
출범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협정 제20
조에 따라 2000년부터 당해 부문에
관한 후속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던 기
확정의제(BIA)의 하나였다. 이에 따
라 2000년 3월부터 제네바에서는 농
업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
시애틀 각료회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농업협상에 임하는 WTO
회원국들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개 집단으로 나뉘어 대립해 오고
있다. 즉, 하나는 농산물 수출국의 입
장으로 미국은 수출보조금의 완전 철
폐, 국내보조금 및 관세의 대폭 삭감,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

의 제거 등을 주장하였고, 케언즈그룹
(Cairns Group)5)은 우루과이라운드
(UR) 농업협상의 효과가 극히 미진
하였다면서 이제는 관세 등에 있어 농
산물도 공산품과 같은 수준으로 무역
장벽을 낮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 역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EU 및 일
본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입국들의 입
장은 WTO 농업협정에 명시된 점진
적 자유화의 정신에 따라 현행 농업무
역체제 안에서 추가 자유화 문제를 논
의하도록 하고, 보조금 감축문제 역시
점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며, 특히 농
업협상에 있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
원적 기능(multifunctional role of
agriculture) 또는 그 핵심 요소인 식
량안보(food security), 농촌지역의 경
제적 생존과 발전 및 식품안전(food
safety) 등과 같은 소위 비교역적 관
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
을 고려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2) 향후 농업협상의 과제 및 영향
제4차 WTO 각료선언에서는 농업
협상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국제농

5) 농업무역 자유화를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모임인 Cairns Group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개시되기 직전 호주의 Cairns에서 형성되었다. 동 그룹의 회원으로는 호주, 아르헨티
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피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프리카, 태국 및 우루과이 등 15개국이었는데 지난 1999년 1월 29일부로 콜롬비아, 코스타
리카, 과테말라 등 3개국이 새로이 가입하여 현재는 모두 18개국이 되었다. 이와 관련 최대 농
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그룹의 일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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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시장에서의 왜곡을 시정하고 제
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및 보호
에 규제의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시
장지향적인 교역체제를 확립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금번 농업협상의 목
표로서 ① 시장접근(market access)
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과 ② 모든 형
태의 수출보조(export subsidies)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그리
고 ③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에 있어 실질적인
감축을 설정하였다. 시장접근과 특히
국내보조에 있어 “실질적인”(substantial) 감축은 농산물 수출국의 입
장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이
와 관련하여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단서와 향후 농업협상에 있
어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고려
하도록 한 것 등은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결국 양자의
입장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겠다. 따라서 추후 협상 과정에서 구
체적인 개방 및 감축 수준을 둘러싸
고 회원국들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보조에 있
어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역
시 이의 폐지를 주장해 온 미국 및
케언즈그룹과 단계적 감축을 주장해
온 EU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각료선언에서는
개도국 회원에 대한 특별하고도 구별
된 대 우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가 농업협상에 있어 불가

결한 요소임을 확인하면서 개도국 회
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개발 필요
(development needs)를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이들의 농업부문에
대한 양허 및 약속의 작성에 있어 그
러한 특별하고도 구별된 대우를 반영
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협상의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
하여서는 먼저 회원국들의 (관세인하
및 보조금 감축 등에 관한) 추가 약
속 방식(modalities)을 2003년 3월
31일 이전까지 수립하고, 이어 협상
참가 회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양식에
기하여 제5차 각료회의 이전까지 포
괄적인 국별양허표(Schedules)를 제
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번 도
하각료선언의 농업분야 규정은 전반
적으로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에서 우리나라가 농산물에 대한 기존
양허관세에 있어 상당한 인하 압력과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의
상당한 감축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
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관세
에 의해 보호받아 왔던 마늘, 고추,
보리, 대추, 잣, 참기름, 탈지분유 등
주요한 농산물의 경우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게 될 수입 농산품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쌀, 보리,
콩 등은 정부의 보조금 감축에 따라
시장가격 지지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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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할 수 있다.

(3) 서비스분야
1) 그간의 서비스협상 경과
서비스부문 역시 뉴라운드협상의
출범 여부와 관계없이 GATS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당해 부문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
협상을 개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기확정의제(BIA)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2월부터 제네바에
서 시작된 서비스협상은 ① 모든 회원
국과 서비스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서비스규범 제정에 관한 협상과 ② 각
회원국이 서비스분야별로 제출하는 구
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협상의 두 방향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여기에서
는 규범제정에 관한 협상을 우선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다.
먼저 규범제정 협상과 관련하여서
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의
합의에 따라 WTO 출범 이후 다자간
협상을 갖도록 규정된 서비스무역 관
련 긴급세이프가드(GATS 제7조),
보조금(GATS 제15조) 및 정부조달
(GATS 제13조 제2항)에 관한 그간
의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를
GATS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 WPGR)에서 지금
까지 계속하여 오고 있다. 또한 자격
요건과 절차, 기술적 표준 및 면허요

건과 관련된 국내적 규제 조치가 서비
스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
록 필요한 규범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GATS 제6조 4항에 따라 국내규제작
업반(Working Party on Domestic
Regulation)이 설치되어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별 양허협상에 있어 기초가 되는
양허표 작성지침(scheduling guideline)의 개정과 서비스의 분류체계
(classification)를 서비스교역의 현실
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서비스
양허위원회(Committee on Specific
Commitments)에서 수행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교역이사회는
2001년 3월 28일 협상 가이드라인
(Guidelines)을 채택하였다. 이 밖에
WTO 출범 이후 각 회원국이 취한
자발적 자유화조치(autonomous liberalization)를 향후 분야별 양허협상
에서 배려하기로 하고, 그러한 실적
(credit)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여기서 상기한 과제들에 대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제4차 WTO 각료회의 이
전까지의 타결을 목표로 수행하였으
나, 그 대부분이 완료되지 못하여 결
국 내년부터 시작되는 분야별 양허협
상과 병행하여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서비스분야별 양허 협상은 각
회원국이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범위
및 조건에 관해 약속할 사항을 협상
하는 것인 바, 지금까지는 그러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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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협상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자연
인의 이동을 비롯하여 서비스협상 전
반과 각 회원국이 개방에 관심을 갖
고 있는 광범위한 서비스분야에 대해
당해 회원국의 관심 사항을 밝힌 제
안서를 제출하고6), 이를 검토하는 단
계에 있다. 이와 같이 2000년 2월부
터 본 협상을 바로 시작하지 않은 것
은 무엇보다 지난 제3차 WTO 각료
회의에서 서비스협상을 포함한 뉴라
운드의 출범에 관한 공식 합의 도출
에 실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
며, 따라서 제4차 각료회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본 협상을 사실상 연기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 향후 서비스협상의 과제와 그 영향
및 대응
제4차 WTO 각료회의 선언에서는
서비스분야와 관련하여 협상 참여 회
원국들에게 2002년 6월 30일까지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 for
specific commitments)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1차
양허안(initial offers)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그러한 양허안을 기

초로 2003년 4월 이후부터 2005년 1
월 1일 이전까지 다자간 내지 양자간
협상을 통해 각 회원국의 서비스분야
에서의 추가 자유화에 관한 양허 약
속을 확정하게 된다.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협상은 지난
UR 서비스협상 이후 모든 서비스분
야와 공급형태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
째 포괄적 협상7)으로서 개도국 회원
들이 지지하였던 request-offer방식8)
에 의해 양허협상이 이루어지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지난 UR 서비스협
상에서의 개방 범위 및 수준을 출발
점으로 하여 협상이 진행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UR에서의 개방약속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약속이 불가피
할 것이다. 아울러 회원국들의 개방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협상에 큰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시
청각, 교육, 에너지, 유통, 환경, 법무,
회계, 금융, 통신, 관광, 특급배달 등
12개의 광범위한 분야의 개방에 관심
을 표명한 것을 비롯하여 EC는 전문
직, 통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 등 10개 분야

6) 참고로 2001년 12월 현재 23개 회원국이 90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7) 참고로 그간 금융, 통신 및 해운 등 일정한 분야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협상이 WTO 출범 직후
개시되어 금융과 통신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지난 1997년 타결된 바 있다.
8) 이에 대해 서비스협상에 있어 선진국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의 확대를
통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모든 분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formula방식’
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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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그 밖에 일
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등 선진국 회원들은 6개 이상의 분야
에 있어 시장개방에 대한 관심을 표
명하는 등 선진국 회원들은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에 전반적으로 선진국 회원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는 개도국 회
원들의 경우 점진적 자유화라는
GATS의 기본원칙에 따라 각국의 개
발수준에 부합하는 시장개방만을 약
속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서비스
분야에 제안서를 제출한 개도국 회원
은 한국, 칠레, 홍콩, 인도, 베네수엘
라, 메르코수르 등 극소수에 불과하
고, 이들의 요구 분야 역시 인력이동,
운송, 에너지 등 대체로 매우 제한적
이다. 다만, 개도국 회원들은 경쟁력
을 가진 인력이동(모드 4)에 대한 양
허 약속 요구에 관심이 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금융
등과 같이 기개방한 분야에서의 추가
자유화 요구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은
물론 지난 UR 서비스협상 당시 시장
개방을 하지 않은 분야 중 시청각을
포함한 문화·오락, 법률, 의료 및 교
육 서비스 분야 등에 있어 다른 회원
국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개방 요구에
대한 대응이 특히 중요하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이들 분야에 있어 미국산
업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관
계로 우리의 개방 범위 및 수준에 따

라 해당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들 분야에 있어 국내 소비자의 후생
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
쟁력을 제고시키면서도 국내산업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러한 시장개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반면에 해운서비스는 드물게 국내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의 시장개방과
기존의 제한조치 및 국내규제의 철폐
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양
허요청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유
통서비스 역시 새로이 WTO에 가입
한 중국시장 등에의 진출을 위하여
이들 회원국의 당해 서비스분야 제한
및 규제 등을 조사하여, 양허요청을
통해 이의 완화 내지 철폐를 모색하
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해외공급의
잠재력을 가진 그러한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가능한 진출 대상국에 대
한 양허요청의 제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4) 비농산품분야
먼저 비농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협상이라 함은 비농산품에
대한 첨두관세(tariff peaks), 고관세
(high tariffs) 및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9)를 포함한 관세와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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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을 감축 또는 적절한 경우
철폐하기 위한 협상을 의미한다. 여기
에서는 사실상 공산품에 대한 각 회
원국의 양허관세를 낮추기 위한 관세
협상이 핵심인 바, 이는 지난 GATT
시기에 열렸던 8차례의 다자간무역협
상 모두에서 논의되었고, WTO협정
에서 달리 그 협상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 있어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는 것에 묵시적 합의가 형성된 의
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비농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 대상 상품의 범위(product coverage)와 관련하여 지난 시애틀각료
회의 준비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임·
수산물의 경우 그 특수성을 들어 이
에 관해서는 별도의 협상그룹을 설치
하자고 주장한 바 있는데 금번 각료
선언에서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어
떤 품목도 사전에 배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고관세(high tariff)
역시 협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
반적으로 개도국 회원들이 유지하고
있는 고관세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
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반면에 시장접근협상에 있어 특별
히 개도국 회원들의 수출 관심 품목
에 대한 협상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y) 협상 참가국의 특별한 필요
및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
구한다. 여기에는 최빈개도국이 협상
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 및 능력배양조치를
포함하도록 한다.
한편, 각료선언에서는 향후 관세
(인하)협상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국별 품목
별 request/offer방법이나 공식적용
(formula)방법 또는 부문별 방법
(sectoral approach)10) 가운데 어느

9) 여기서“첨두관세”
(tariff peaks)라 함은 일반적으로 낮은 관세율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체
로 민감품목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가리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진공업국에 있어
15% 이상의 관세율은 흔히 첨두관세로 간주된다. 다음으로“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라 함
은 기초원자재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중간재에는 중간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완제
품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율 책정방식을 가리킨다. WTO, Seattle: What’
s at
stake?, 1999, pp. 45∼46.
10) 참고로 다자간무역협상에서 이용되는 관세인하 방식으로는 ① 수출국이 수입국의 주요 품목에
대해 request list를 제출하면 수입국이 양허가능한 품목의 offer list를 작성, 상호 교환하는
“국별 품목별 협상방식”
(item by item request/offer: R/O방식)과 ② 일반적으로 모든 협상
대상 품목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의 인하를 위해 일정한 공식을 적용하는 소위“공식적용방식”
(formula approach)이 있는 바, 여기에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정한 비율로 인하하는
지난 케네디라운드에서의 일괄선형 관세인하방식(linear tariff reduction formula)과 기존에
관세가 높은 품목의 인하율은 보다 높이고 기존에 관세가 낮은 품목의 인하율은 보다 낮추는
토쿄라운드에서 적용하였던 조화인하방식(Z=aX/a+X) 등이 있으며, 이밖에 ③ 특정 품목 또
는 산업에 국한하여 관세협상을 진행하는“부문별 방식”
(sectoral approach)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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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의하든지 아니면 둘 이상의
방법을 혼용하여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규범분야
WTO규범(WTO rules)분야 협상
이라 함은 회원국에 의한 WTO규범
의 적용 및 운용에 비추어 개선의 필
요가 있는 그러한 규범의 개정을 위
한 협상을 의미한다. 제4차 각료선언
에서는 협상 대상 규범으로 반덤핑협
정, 수산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
여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그리고
지역무역협정의 규율에 관한 WTO
관련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11)
1) WTO 반덤핑협정
여기서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
협상을 뉴라운드에서 포함시켜 다룰
것인지의 여부는 지난 시애틀각료회
의는 물론 금번 도하각료회의 및 그
준비단계 모두에 있어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의제 중 하나였다. 이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이 종전의 GATT
반덤핑규약과 비교할 때 조사대상자
인 수출국 기업의 입장에서 덤핑 및
피해의 판정과 같은 실체적 측면이나
절차적 측면 양면에서 상당히 개선되
었으나 아직도 반덤핑법의 집행기관

에 의한 자의적인 운용의 여지가 있
음도 사실이다. 실제로 WTO 출범
이후에도 다수의 수출제품이 수입국
으로부터의 반덤핑 조사 내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하여 일본, 인도, ASEAN, 브라질
등 다수의 회원국들은 현행 반덤핑협
정 및 그 운용상에 있어 문제점을 지
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
였다. 이에 대해 반덤핑법의 가장 활
발한 이용국의 하나인 미국 정부는
WTO 반덤핑협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좀더 협정의 운영을
지켜본 후 논의하자는 반대 입장을
고집하였다. 여기서 미국 정부가 반
덤핑협상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는 협정의 개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국 반덤핑법의 운용에 있어 더 이
상의 제약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데 있고, 여기에는 외국산 덤핑수입
품의 증가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
다고 주장하는 미국내 철강, 전자, 반
도체와 같은 업계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4차 각료선언에서는 반덤
핑협정의 기본 개념, 원칙 및 유효성
과 동 협정상 수단 및 목적을 유지하
면서 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무역왜
곡적인 관행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여

11) WT/MIN(01)/DE/1, para.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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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화 및 개선의 필요가 있는 규정
을 제시하고, 후속 단계에서 그러한
명료화 및 개선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WTO 출범 이후 중국
다음으로 많은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
는 우리나라로서는 뉴라운드에서 반
덤핑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상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4차
각료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반덤핑협상이 성공적으
로 타결되어, 미국 등에 의한 반덤핑
법 운영이 개선되기까지는 앞으로 상
당한 시일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한다.
2) 수산보조금 문제
각료선언에서는 반덤핑협정과 마찬
가지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
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역시 명료
화 내지 개선을 위해 협상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산보조금
(fisheries subsidies)에 관한 WTO
규정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이는
어업분야의 과잉설비나 이로 인한 과
잉어로(over-fishing)를 유발할 수 있
는 수산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
로 보여진다. 또한 각료선언에서는 수
산보조금이 다자간환경협정(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MEAs)상 규정된 교역상 의무와의
관계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산보조금 지급에 따

른 수산자원의 고갈 등에 대한 대응
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3) WTO 지역조항
다자간무역체제인 WTO는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무역체제를
규정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로 인한 역외국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바 1994년 GATT 제24조 등
관련 규정을 가리켜 ‘지역조항’
이라
부른다. 그런데 WTO 출범 이후 지역
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
라 참가국 역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
고 있는 추세임을 유념하여, 각료선언
에서는 그러한 지역무역협정이 WTO
체제와의 양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WTO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명료화하
고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규정한다.

(6) 뉴이슈
1) 뉴이슈의 제기 배경 및 그간의 논의
경과
먼저 소위 뉴이슈의 제기 배경을
살펴보면, WTO의 출범으로 공산품,
농산물 및 서비스 등 모든 교역조건
대상분야에서의 국경장벽의 완화 내
지 시장접근의 확대를 통한 무역자유
화가 확대되자 일부 선진국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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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 교역제도뿐만 아니라 각국의
교역조건까지도 동등하게 하여야 한
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
제1차 WTO 각료회의(싱가포르각료
회의)에서 선진국들은 무역과 연관된
투자, 경쟁정책 및 노동조건 그리고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 및 무역원활
화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개도
국 회원들은 그러한 뉴이슈가 무역과
의 관련성이 크지 않고, WTO가 그
논의를 위한 적절한 기구가 아닐 뿐
만 아니라 이에 관한 논의를 개시할
정도로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도 않
다는 이유 등을 들어 뉴이슈에 관한
공식논의를 반대하였다. 제1차 각료
회의 결과 투자, 경쟁정책 및 정부조
달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업
반을 설치, 이를 논의하도록 하고, 무
역원활화 이슈는 상품무역이사회가
무역절차의 단순화에 관한 연구 및
분석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 반면
에, 노동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를 관할하는 중심적 국제기구임을
확인하고 따라서 이를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의제로서 논의하지 않기로 합
의한 바 있었다. 반면에 무역과 환경
문제는 WTO 출범 직후 설치된 무역
과 환경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계
속하여 오고 있다.
한편, 지난 시애틀각료회의 기간중
선진국 회원들을 중심으로 뉴이슈에
관한 제안이 제기되었고, 특히 미국은
무역과 노동 관련 문제의 논의를 다

시 제기함으로써 개도국들로부터 강
력한 반발을 받았다.
2) 향후 협상과제 및 일정
먼저 무역과 환경이슈는 현재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
에서 논의중에 있는 바, 동 위원회는
다자간무역체제의 규정과 다자간환경
협약의 환경목적상 무역조치간의 관
계를 포함하여 10개의 의제를 선정,
이에 관한 검토작업을 수행중에 있다.
한편 금번 도하각료선언에서는 ① 현
행 WTO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정
(MEAs)상 무역 관련 의무규정간의
관계, ② MEA 사무국과 WTO 관련
위원회 등간의 정보교환 절차, ③ 환
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
관세장벽의 감축 내지 철폐 등에 관
한 협상을 도하개발아젠다의 하나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WTO 무역환경위원회로 하여금
환경조치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효과,
TRIPS협정의 관련 규정 및 환경목적
상 라벨링요건 등에 관한 작업을 계
속하도록 한다.
둘째, 무역과 투자간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investment)와 관련하여 국경을 넘는 장기
투자 특히 무역확대에 기여하게 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투명하고, 안
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다자간 틀(m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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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ateral framework)의 필요성을 인
정하여, 다음의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무역투자작업반은 투자의 범위 및 정
의, 투명성, 비차별, 설립전 약속의 방
식, 예외 및 세이프가드, 협의 및 분
쟁해결 등에 관한 명료화 작업을 계
속하도록 한다.
셋째,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
과 관련하여 경쟁정책이 국제무역과
개발에 대해 미치는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에 관해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
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경쟁
작업반은 투명성, 비차별 및 절차적
공정성과 경성카르텔규정 등을 포함
한 핵심원칙, 자발적 협력을 위한 방
식, 능력배양을 통한 개도국 경쟁당국
의 점진적인 강화를 위한 지원 문제
등에 관한 명료화작업을 계속하도록
한다.
넷째,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와 관련하여 각료선언은 상품의
이동, 통관 등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
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 이후 이
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상품무역이사회는 1994년
GATT 제5조, 제8조, 제10조 등 관
련 규정의 명확화 및 개선을 위한 작
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관련
하여 이에 관한 다자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 이후 이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되, 이는 투명성
측면에 국한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가
들이 국내 조달품 및 조달업자에 부
여하는 특혜의 범위 등을 제약하고자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환경과 무역이슈만이 2002
년부터 바로 협상이 시작되는 반면
그 밖의 뉴이슈들의 경우 제5차 각료
회의 이후 즉, 늦어도 2003년 이후 협
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7) 전자상거래 문제
미국은 지난 1998년 2월 19일
WTO 일반이사회로 하여금 전자상거
래(electronic commerce)에 의한 교
역제품에 대한 무관세대우 부여를 위
한 국제규범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제의
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대표들이 전
자상거래의 영향을 명확히하기 위하
여 이에 관한 WTO에서 논의를 지지
하였다. 특히 캐나다를 포함한 일부
대표들은 전자상거래가 향후 국제무
역의 신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전자상거래의 무역 잠
재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1998년 3월
“전자상거래와 WTO의 역할”
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서비스의
이동으로 간주하여 GATS의 적용대
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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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범세계적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
언”
을 채택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범
세계적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통상이
슈들을 검토할 포괄적인 실무프로그
램을 수립할 것12)과 전자네트워크에
의해 국제적으로 거래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유예
(moratorium)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금번 도하각료선언에서는 일
반이사회로 하여금 전자상거래에 관
한 작업계획을 담당할 가장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
과하지 않는 현행의 관행을 제5차 각
료회의때까지 지속하기로 하였다.

(8) 최빈개도국의 지원 문제
먼저 WTO 이사회 산하 무역개발
위원회의 주요한 임무중 하나가 바로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ies: LDCs)에 대한 지원
조치의 강구이다. 그런데 WTO/
GATT체제에 있어 최빈개도국에 대
한 특별 대우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계속하여 축소되자, 지난 1996년
싱가포르각료회의에서는 “최빈개도국
을 위한 WTO 행동계획”(WTO

Plan of Action for the LDCs)을 채
택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고위급회
의”
(High-Level Meeting)의 조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10
월 고위급회의에서는 최빈개도국의
무역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무역지
원프로그램을 승인함과 아울러 19개
의 선진국 및 개도국 회원의 이들 최
빈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개선된 특혜
적 시장접근조치를 발표한 바 있었다.
한편, 금번 제4차 각료선언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라는 협상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
국의 이익 및 이들의 개발 필요를 각
별히 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빈
개도국산 제품에 대한 무세 대우와
쿼타비적용의 목적을 약속하고, 최빈
개도국에 대한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 한 통 합 작 업 계 획 (Integrated
Framework)을 승인하였다.

3.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전망
금번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출범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
유는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지속과
테러사건의 돌발 등으로 극도로 악화
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을 반전시키

12) 이에 따라 WTO 서비스무역이사회는 GATS상 전자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제반 조항 즉,
GATS 제1조(전자상거래의 범위), 제2조(MFN대우), 제3조(투명성), 제6조-제7조(국내규제
및 표준인정), 제8조-제9조(경쟁조건과 영업관행), 제14조(사생활보호와 사기행위방지), 제16
조(시장접근) 및 제17조(내국민대우) 등을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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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무역의 확대가 절실하다
는 공감대가 모든 회원국들간에 형성
되었다는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무역확대를 통해 각국 경제
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
는 뉴라운드의 출범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도하개
발아젠다에 관한 합의 도출이 가능하
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구체적인 의제
각각에 대한 회원국들의 기존 입장에

있어 달리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
어서 2002년 개시될 다자간협상의 과
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지난 GATT시기에 있어 여러
다자간무역협상이 그러하였듯이 금번
도하개발아젠다 역시 예정된 2005년
1월 1일이라는 협상 시한을 준수하기
가 어려워 연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
다고 보여진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도 협상 자체가 파국의 상황에 직면
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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