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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세계무역기구(WTO, 이하 WTO)는 1995년 1월 1일 출범 이래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러나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급증, 글로벌 가치사슬
(GVC)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의 증가 등 국제무역의 질적․구조적 변화에 적절히 대
응하지 못해 WTO 다자통상 체제의 유효성에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 주의적 관세부과로 인해 WTO의 기능이 위축되어 왔으
며, 특히 미국의 계속된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 저지로 WTO의 분쟁해결 최종
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의 배경에는 지난 20여 년간 세계경제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한 중국 등 개도국의 부상이 있습니다. 특히 DDA 출범으로 개도국에 대한 혜
택이 더욱 광범위해지자 선진국의 불만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국영무역을 통한 광범위한 산업보조금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
해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발도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통상마찰도 이러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의 한 예로 해석해 볼 수 있
습니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불만은 지난해 중순부터 WTO 체제 개혁 움직임으로 나타났
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투명성 제고와 통보강화, 국영기업 및 산업보조
금 문제, 상소기구의 권한 범위 및 기능, 개도국 지위 등에 관해 제도적 차원의 개혁
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WTO 개혁에 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WTO의 기능 회복
및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협상 및 대응전략 수립과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설정이라는 목표하에 ‘WTO 개혁 쟁점’ 연구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WTO 개혁 쟁점 연구 시리즈는 크게 세 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보강화 및 개도국지위와 관련해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를 주제로 농업분야에 영향을 줄 농업보조 통보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이슈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의 협상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분쟁해결제도’에 관
한 연구로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가 가지는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
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연구로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WTO 보조
금협정 개정논의 중 우리나라의 국내 산업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협상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WTO 개혁 쟁점 연구 시리즈 중 ‘분쟁해결제도’ 연구의 경우 서울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가 연구책임으로 원고를 집필해주셨습니다. 홍익대학교
강준하 교수, 본원의 서진교 선임연구위원과 이천기 부연구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의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WTO 체제 개혁에 관한 협상전략 및 대응방안
마련과 새로운 다자통상정책 방향 설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원장 이 재 영

국문요약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 가시적 성
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
는 여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문제이다. 미국이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 국제교역체제를 적절히 반영
하는 ‘현실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 않
다. 따라서 오로지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논의되는 개선 방안들은 분
명 현 제도에 비해 후퇴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가간 갈등의 효율적인 조정기제
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분쟁해결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부분도 아울러
존재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논의이기는 하나 이왕 시작된 이상 가능
하다면 다자주의 체제의 부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국제
사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문제는 결국 WTO 분쟁해결양해사항(DSU)에 대한 개
정 문제로 이어진다. 지금 소위 ‘WTO 개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DSU 개정 문
제는 그간 WTO에서 논의되어 온 DSU 개정 문제와는 기본 방향 자체가 다르다.
기존의 논의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화(judicialization) 강화와 패널/항소
기구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지금 논의되는 제도는 사법화 약화와
항소기구 권한 축소, 그리고 회원국 권한 강화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급박하게 전개되는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2019년 들어 여러 구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앞으
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 EU, 캐
나다 등은 이미 이 과정에서 여러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 일부는 합리적인 대안

으로 보이나 일부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앞으로 이
러한 쟁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찬반 입장과 그 논리를 구체적으
로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로 우
리나라의 의견도 적극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와 이
를 담은 DSU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획일성을 탈피하는 비구속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TPRM 제도의 강화를 통한 분쟁사안의 일부 흡수, WTO 회원국의 협정 해
석권한 적용, 파기환송 제도의 도입 문제 등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나름 전문성을 축적하여
온바, 논리와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정 부분 새로운 DSU 개정 과정
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변경은 164개 회원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이 중 7위의 교역규모를 갖고 10위의 빈도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에
게는 비할 수 없이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1~2년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절차 개선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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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2. WTO 분쟁 회부 건수의 증가
3. DSU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4. DSU 개정 관련 최근 동향 반영

1995년 이후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현재 여러 측면에서 위기에 봉착해있다. 주요
국가들의 현저한 입장차이, WTO 체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 새로운 경제체
제의 급속한 등장, 반세계화 정서 확산 등 여러 이유가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
으나, 일단 현재로서는 그 위기의 강도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칫 다자주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
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출범한 1947년 이후 유지되어 전 세계
교역질서가 대변혁을 거칠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 질서의 유지와 새 질서의 창출에 공히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미
국과 중국의 끝없는 갈등은 현 난국을 돌파하고 새로운 출구를 찾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11월 16~17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
예정이던 2019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칠레 국내시위로 인해 취소되어 이를 계기로 예정되었던 미·
중 무역협상 합의문서명이 다시 늦춰지는 변수도 발생하였다. 2019년 연말에
도 양국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타결의 기미는 여전히 요원하다. 설
사 2020년 상반기 양측이 타협에 이른다 하더라도 미봉책에 그칠 것이며 갈등
은 미국 대선이 격화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재연될 것으로
예견된다. 미·중 갈등과 이를 둘러싼 세계 각국 정세의 불확실성이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WTO 체제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이 논의는 WTO의 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기보다는 파
국을 막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그 핵심은 한 마디로 특정
국가(특히 미국)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수렴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자주의 체제의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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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재정비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
이 반드시 협상용의 과장된 표현(bluffing)만은 아니라는 것이 다른 국가들의
인식이다. 따라서 일단 최선의 상황이 불가능하다면 차선, 차차선을 찾아야 한
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많은 국가가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WTO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WTO 개혁 작업 가운데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WTO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개선 문제다. 미국의 가장 큰 불만이 축적되어 있는
영역 중 하나로 이 분야에서 미국은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고, 이러한
미국의 제안을 어떻게든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국제사회
에서 제시되고 있다.
사실 분쟁해결절차를 운용하는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양해(WTO Understanding on Rul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는1) 지난 25년간 활발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WTO의 발전과 그간
의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 적용기간을 거치며 이에
대한 개선 내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왔고, 이를 반영하기 위
한 개정 협상이 오랜 기간 진행되어오고 있던 실정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고 받기’ 방식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다른 영
역과 달리 현재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자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영
역으로 국가 간 대립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역이다. 이에 따라 그간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향후 WTO 협상 결과에 따라 수산보조금, 산업보조
금, 국영기업 등 소위 ‘조기타결 가능 사항(low hanging fruits)’으로서 조속
한 시일 내 타결이 기대되는 몇 가지 영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2018년 이후 논의되는 사항은 이러한 기존의 WTO DSU 개정
1)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 2, 1869 U.N.T.S. 401(Apr.15, 1994).
줄임말로 DSU(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이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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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는 그 맥락을 달리하는 내용이다. 즉 기존 협상이 DSU의 제도적 발전과
개선을 위해 진행되었다면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어
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유사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와 그 내용과 방향이
전혀 상이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164개 WTO 회원국 중 분쟁해결절차 사용빈도가 10
위에 이르는 국가이다.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020년 1월에도 2019년 9월 11일에 제
기된 한·일 수출규제조치 관련 분쟁 등 11건이 계류 중이다.2)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 움직임 동향에 우리로서는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2020년 1월 기준 DSU 개정 협상의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국의 제안이 어떻게 서로 수렴하거나 대립되는
지 확인하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DSU 체제가 도입되면 과연 우리나라
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지금
의 논의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추세를 단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단기적인 고육지책으로만 파악하지
2) 2020년 1월 31일 기준 다음과 같은 분쟁이 여전히 WTO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이미 사실상 종결된 분쟁이나 여
전히 기술적으로는 계류 중인 것으로 표시되는 분쟁과 현재 실제 진행 중인 분쟁이 혼재되어 있다. 전자에는 다
음의 분쟁이 해당한다. DS3: Korea — Measures Concerning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1995년 4월 4일 협의 시작); DS41: Korea — Measures concerning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1996년 5월 24일 협의 시작); DS215: Philippines — Anti-Dumping Measures Regarding
Polypropylene Resins from Korea(2000년 12월 15일 협의 시작); DS307: European Communities —
Aid for Commercial Vessels(2004년 2월 13일 협의 시작); DS420: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Korea(2012년 2월 22일 패널이 설
치되었으나 구성되지 않음). 한편 후자에는 다음의 분쟁이 해당한다. DS539: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2018년 12월 5일 패
널 구성); DS545: United State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products(2018년 9월 26일 패널이 설치되었으나 구성되지 않음); DS546: United State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large residential washers(2019년 7월 1일 패널 구성); DS553: Korea —
Sunset Review of Anti-Dumping Duties on Stainless Steel Bars(2019년 1월 21일 패널 구성됨); DS571:
Korea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Japan)(2018년 11월 6일 협의 시작); DS590:
Japan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Products and Technology to Korea(2019년 9월
11일 협의 시작). 본 연구서적 출판 시 시의성과 적시성을 위해 편집시점인 2020년 1월 상황을 추가 반영하였
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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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통상분쟁 해결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하
여야 한다.
이 연구서적에서 검토된 다양한 문서는 모두 WTO 웹사이트, 각국 정부 웹
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논문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 다른 협상과 마찬가
지로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여러 비공개 문서와 논의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
이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
었다는 점을 역시 밝혀 두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거와
방향으로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내지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개괄
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통상질서하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생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이 연구서적에서 제시된 다양한 평가와 분석은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둔다.

1.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산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단 WTO,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등을 중심
으로 한 다양한 대책으로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으나 그 불씨는 계속 유지가 되
었고, 각국 국내경기 하강, 민족주의적 성향의 확산 등으로 다시 재점화되어
2014년 이후 점차 더욱 그 기세를 강화하게 되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5~16년간 자국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여러 법령
과 제도 변경을 도모하였고 기존의 통상규범에 대한 중시가 대폭적으로 약화되
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되었다. 다른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비난
과 우려는 다시 자국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당위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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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특히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그 이후 채택한 다양한 수입
제한 및 투자제한 조치로 그러한 국제적 분위기는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나아
가 다른 국가들 역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양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채
택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일종의 상호불신과 이로 인한 악순환의 시
대가 열린 것이다. 2019년 7월 4일부터 발동한 일본의 한국향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도 과거와 같은 상황이면 상정하기 힘든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뀐 국제적 분위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줄어들었을 것
이다.3) 중국의 한국에 대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도입에 대하여 2016년 이후 발동 중인 한국
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아니하다.4)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그 제어를 위한 주요한
첨병인 WTO 분쟁해결절차의 개정 문제는 상당한 함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 개정이 기존 제도의 개선보다는 개악으로 이어지는 경우 여러 국가가
느끼게 될 실망감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특히 다자주의 체제의 모범생으로 통
상협정 준수에 노력하여 온 우리나라에게도 이러한 작금의 변화는 안타까운 상
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의 마비부터 분쟁해결절차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분쟁해결절차가 지금보다 퇴보하더라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자 하는 배경이다.

3) 고은지(2019. 7. 16); 이재민(2019. 8. 19).
4) 장재은(2019. 7. 1); 「[미중 패권경쟁] 전재성 ① “가장 쉬운 무역에서 시작...이제 전면적 파상공세」(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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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 분쟁 회부 건수의 증가
지난 25년간 WTO 분쟁해결절차의 기여와 성과는 그간 이 절차에 회부된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 절차가 무의미하거나 무가
치했다면 국가들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이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13일 기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안은 무려
592건에 이르고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매년 24.6건에 이르는 빈도이
다.5) 이는 유사한 국제분쟁해결절차인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와 비교하면 16배에 이르는 사용 빈도이다. 바로 WTO 분쟁
해결절차의 유용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재에도 미국과 중국은 상
대방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결국 현재의 분쟁해결절차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점
이다.6) 이 제도가 무용하다면 최소한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단계에서 자신들의
분쟁문제를 이 절차로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통상분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WTO 체제에서 분
쟁해결절차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설
사 향후 WTO 협상 결과 새로운 다자주의 체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한 지금의 기본 골격이(그 내용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
나)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의 추세는 새 체제하에서도 그대
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제에서도 분쟁해결절차는 WTO 절차를 그대로 계수하
5) World Trade Organization, Chronological List of Dispute Cas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
dispu_e/dispu_status_e.htm(검색일: 2019. 10. 31).
6) 최근 미국의 중국 제소 건은 다음과 같다: DS558: China — Additional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DS542: China — Certain Measur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한편, 최근 중국의 미국 제소 건은 다음과 같다: DS587: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III; DS565: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II; DS543: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DS562 United
State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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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항소절차는 제외) WTO의 경험과 동향은 결국 FTA에도 그대로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목도하고 있는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절차 개선 동향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이유라
할 수 있다.

3. DSU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한편 WTO 164개 회원국은 협정 적용을 통해 발생하는 여러 쟁점과 분쟁을
경험하며 분쟁해결절차의 중요성을 거듭 인식하게 되었다. 선진국, 개도국 구
분 없이 이 중요성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협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러한 빈틈을 채우는 것이 분쟁해결절차라
는 점을 실감하고 그 중요성을 절감(切感)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7)
미국이 WTO DSU 개정에 협상의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
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통상협정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또는 이와 독립하여
결국 미래의 분쟁해결절차가 미국 정부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가급적 차단하기 위해 현재 DSU 개정협상
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 EU, 일본,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들도
동일하다. 우리나라 역시 그간 39건의 WTO 직접 분쟁을 거치며 분쟁해결절
차의 중요성에 대하여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
고 현재 제도가 선진국 내지 주요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제어하는 데에 가장 효
과적이라는 점이 그간 우리 정부의 판단으로 보여진다.
DSU의 여러 문제점, 가령 오랜 기간 소요, 소급적용 금지, 금전배상 제한 등
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다른 분쟁해결절차에 비하여 그 효용성과 기여는 명
7) World Trade Organization,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Ronald Saborio So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TN/DS/28(Dec. 4, 2015), at par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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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인식되고 있어 이러한 양 측면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판단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제도의 본질이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일부 절차적
인 부분의 가감 내지 첨삭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
로 사료된다.

4. DSU 개정 관련 최근 동향 반영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제하고 이 글에서는 2018년 중순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DSU 개정협상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시사
점과 우리 측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금 검토되는 DSU 개정 방
안은 기존의 논의(2004년 이후 WTO에서의 논의 동향 및 결과)에 더하여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항소기구 권한 축소,
회원국 통제권 강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일
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국제통상분야 강경 모드에 따라 미국의 우
려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분위기가 EU,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 확산되고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2020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 예정인 WTO 제12차 각
료회의(MC 12: WTO 12th Ministerial Conference) 전까지 정리되어 타결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설사 MC 12까지 타협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MC 12에서 향후 합의를 위한 회원국 의지를 확인한 이후 곧바로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를 거치며 결과물을 도출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
다. 어쨌든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 문제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도
의 문제이지 어떠한 방식이든 미국 등의 요구를 수용한 방식으로 DSU 개정 작
업이 정리될 것으로 예견된다.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압박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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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DSU의 도입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바, WTO 분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2020년 1월 기준 총 39건 참
여)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정사항이 어떠한 파
급효과와 시사점을 갖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 타결안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으로 시기상조인 측면
도 없지 않으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대략적인 평가라도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20년을 거치며 DSU 개정협상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므로
아직 주요 이슈에 대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할 시간적 기회는 남아 있는 상황이
다. 동시에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우리 측 분쟁대응 전략과 방식도 수정하여
야 하는 실정이므로 내부적인 정비 작업도 이제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와 같은 최신 WTO DSU 개정협상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
개, 분석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발간 보고서와 논문들은 주로 기존의
DDA 맥락하에서의 협상상황(2004~12년)을 반영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2018
년 이후 전개되는 최근 동향을 반영한 부분은 아직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특
히 미국의 주요 의도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존 연구
가 다루지 않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미국 등의 제안을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저해하는 나쁜 제안이라는 입장에서 파악하고 그 배척에 초점을 두었
으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차선책(Plan B)’에 대하여는 살펴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여러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앞으로 제기될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
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특히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항소기구 권한
제한(국내법령에 대한 심사권한 제한, 패널판정에 대한 심리 범위 제한 등), 패
널과 항소심 간 절차 재정비(파기환송 제도 도입), 당사국 통제권한 강화(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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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항소기구 보고서 채택 전 당사국의 실질적 검토제도 도입), 선례구속 원칙의
공식적 부인(패널 판정의 장기적 효력 감소), 패널 자율성의 상대적 확대(항소
기구 권한 축소)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이슈는 기존의 DSU 개정 협상 과정에
서는 논의되지 않은 사항들이거나 핵심적인 위치에 오르지 않았던 이슈들이나
최근 새로운 분위기하에서 이제 여러 국가의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영역이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세계 교역규모 7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에 제시하는 과제와 함의도 아울러 검토한다. 새로운 개정에
따라 이제 분쟁해결절차에 당사국 정부가 보다 본격적으로 관여하여 패널과 항
소기구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한 항소기구에
비하여 패널절차에 보다 비중이 실리는 분위기로 바뀔 수도 있다. 또한 판정 최
종 채택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당사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상황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의 권한과 역할이 지
금보다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새로운 변
화를 반영한 분쟁해결절차 참여 전략수립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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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그간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온 DDA 협상 맥락에서의 DSU
개정 문제와 최근 진행되는 협상에서의 DSU 개정 문제를 각각 살펴본다. DSU
개정이라는 동일한 쟁점을 두고 진행되는 내용이나 두 협상은 그 목적과 방향
이 서로 상이하여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DSU 개정 협상은 ‘WTO 제도 개혁’이라는
큰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히 그 현실적 의미는 미국 등 일부 주요 국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문제를 첫머리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기조가 그
간의 협상과는 상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 국가가 협상 과정에 관
여할 수 있는 여지를 과거에 비하여 분명 좁힌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기
도 하다.

1. 기존 DSU의 문제점 및 한계
사실 분쟁해결절차 개선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WTO DSU는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부터 곧바로 새로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8) 바로
DSU 조항 자체에 내부 모순적인 상황이 포함되어 있거나(가령 DSU 제21조에
포함된 이행여부 확인과 이행분쟁 개시 문제: 소위 Sequencing 쟁점), 분쟁해
결절차의 구조적인 문제(개도국이 효과적인 참여를 위하여 인력과 경제적 자원
이 부족하다는 점)가 곧바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WTO 출범 이후 분
쟁해결절차가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다시금 깨
닫게 된 것도 한몫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WTO 회원국들은 곧바로 WTO DSU 개정 문제에
8) WTO 웹사이트는 WTO DSU 개정협상의 배경과 오랜 연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World Trade Organization,
Negotiations to Impro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
dispu_e/dispu_negs_e.htm(검색일: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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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게 되었고 첫 번째 개정 논의는 출범 2년 후인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9)
즉 이 협상은 2001년 11월에 개시된 도하 개발 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보다도 앞서고 있다. 이러한 연혁적 배경은 이 문제가 오랜 협상 기간
을 거쳐왔다는 점과 국가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은 영역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
고 있다.

가. 협상 목적
먼저 여러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여러 국가의 전반적인 입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는 그동안 WTO 출범 이후 일단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점
없이 예정된 대로 운용되어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
제법상 가장 활발하게 원용되고 있는 분쟁해결 절차 중 하나라는 점이 이러한
점을 웅변하고 있다. 592건에 이르는 분쟁이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투자분쟁해결절차(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에서 볼 수 있는 국제적 비난이 어떻게 보면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WTO 분쟁
해결절차에는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절차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
반적인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다.10)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은 사실 분쟁해결제도 자체의 흠결이라기보다는 이를 이행하는 국가들의
의지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또한 제기된 문제도 분쟁해결절차의 문제라기보다
는 WTO 체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그러

9) World Trade Organization, Decision on the Application and Review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s of Disputes,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
53-ddsu_e(검색일: 2019. 10. 31); World Trade Organization, Ministerial Declarations, WT/MIN(01)/
EDC/1(Nov. 14, 2001), at paras. 30, 47 참고.
10) 최근 투자분쟁해결절차의 개선 논의에 대하여는 다음을 각각 참고. United Nations Information Servic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UNCITRAL meeting in Vienna on the reform of investor-State disp
ute settlement(ISDS), UNIS/L/285(Oct. 21 2019); Alexander Leventhal(2018), https://www.asil.org
/insights/volume/22/issue/15/2018-proposals-amendments-icsid-rules-icsid-enters-era-trump
-populism(검색일: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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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을 감안하면 WTO 분쟁해결절차는 여러 내재적 한계와 제한된 여건 속
에서 나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DSU에 포함된 여러 조항의 문제점들은 WTO 출범 당시부터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패소국의 이행조치 확인 그리고 그 이후 이행조치가 미
흡한 경우 단행되는 승소국의 보복절차 간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오로지 법률심만을 담당하고 사실심을 진행하지 못하는 항
소기구의 심리 범위 역시 실제 적용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분쟁
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여러 명목으로 사실문제를 평가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된 경우에는 마지못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
당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DSU 규정 자체가 이러한 부분
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였던 결과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막바지에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은 WTO 출범 시점부터
확인되어 그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
도국 간 현저한 역량 차이가 분쟁해결절차 운용에도 중요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점차 부각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WTO 출범 이후 DSU를 실제 적용
하여 보니 협상 진행 과정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여러 문제점도 서서
히 확인되었다. 가령 보복조치 단행 이후 당사국 간 분쟁이 지속될 경우 이를
해결할 절차가 없다는 점도 몇 년이 지나서야 회원국들이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DSU를 적절히 개정할 필요성에 대
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DSU 개정은 분쟁해결절차를 바꾼다는
것이므로 특정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여타 부속
협정에 대한 개정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였다. 시장개방 문제에 항상
따라다니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용
이하게 WTO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먼저 1997년 DSU 개정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동력을
이어받아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이 출범하며 WTO 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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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선하고 명료화하는 협상도 DDA 협상에 포함시켜 진행할 것을 합의하기
에 이르렀다. 특히 2004년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나. 최초 협상 경과
WTO DSU 개정 협상의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오랜 기
간 동안 논의되어 오던 사안이며 여러 국가들의 관심 사안이다. 이 협상은
WTO DSB가 별도로 설치한 협상 그룹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다.

표 2-1. WTO DSU 개정 협상의 경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료 이후 1999년 1월까지
1994년 4월

새로 출범한 DSU를 검토하여 이 제도를 지속, 수정, 혹은 종결할지 여
부를 결정.
분쟁해결기구(DSB)는 DSU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였으나 회원국 간 합의

1997년 후반

도출에 실패. 검토기한을 1999년 7월로 연기하였으나 역시 합의 도출
실패.
도하 각료회의에서 DSB의 특별회의(Special Session)를 통하여 DSU

2001년 11월

의 개선 및 명료화를 위한 협상 개시 합의. 일단 2003년 5월을 기한으로
명시. 다만 이 협상은 DDA 일부로 포함되지 않고, single undertaking
원칙도 미적용.

2003년 7월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WTO 일반이사회는 협상기한을 2004년 5월까지
1년 연장.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는 협상기한을 없애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2004년 8월~2011년 4월

주요 쟁점에 대하여 지속적 협상 진행.

2011년 4월

의장은 2007년부터 진행된 협상을 바탕으로 12개 주제(thematic
issues)를 정리,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협상 전개 예정임을 확인.

2011년 4월~현재

주요 쟁점에 대하여 지속적 협상 진행.

2016년 5월

미국 항소기구 위원 임기 만료에도 후임 선출에 반대.

2018년 5월~현재

EU, 캐나다, 중국 등은 항소기구 마비 사태를 방지하고자 미국과의 타
협을 위한 다양한 제안 제시.

자료: World Trade Organization, Negotiations to Impro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negs_e.htm(검색일: 2019. 10. 31)
에 포함된 정보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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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11년 협상 주요 쟁점
DSU 개정 협상은 DDA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2004년 이후 동력을 더욱 확
보하였고, 특히 DDA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던 2006년~08년 기간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 이후 DDA가 난항에 처한 이후에도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
DSU 개정 건만이라도 별도로 처리하자는 분위기에 힘입어 2012년까지 협상
의 동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2012년을 전후하여 DSU 개정을 위한 실무
선에서의 대략적인 골격은 정비되었으며 최종적인 결정과 그 과정에서의 취사
선택 문제만 남게 되었다. 이제 정치적인 결단만 남은 수순으로 정리된 것이다.

가. 2011년 의장 텍스트의 기본골격
이에 따라 2011년 4월 11일 일단 실무적 작업을 종결하며 DSU 개정 협상
의장(Ronald Saborio Soto 당시 주제네바 코스타리카 대사)은 핵심 항목에
대한 협상 내용을 정리하며 의장 텍스트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11) 주요 쟁점
에 대하여 여러 제안 내용과 국가들의 반응이 중첩적으로 반영된(bracket이
포함된) 내용이기는 하나 큰 그림과 골격은 정리된 내용으로 향후 어떠한 방식
으로 DSU 개정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일단 이 틀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국가가 공감하였다.
비록 2016년 이후 급격한 교역 상황 변동으로 DSU 개정 협상이 다른 방향
으로 진행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2011년 당시의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도 상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이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은 최근 진행되는
WTO 개혁 맥락에서의 DSU 개정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

11) World Trade Organization,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Ronald Saborio So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TN/DS/25(Apr. 21, 2011) (“2011 의장 텍스트”, 본 보고서
[별첨 6] 참고).

28 •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대 지금도 재료는 동일하나 이제 만들어야 하는 음식의 종류가 바뀐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재료가 동일하니 이전의 준비작업이 앞으로의 결과물에도 그 흔적
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전반적 평가(Overall assessment)
2011년 의장 텍스트에서 먼저 DSU 개정 협상 의장은 2007년부터 진행된
협상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간 협상 내용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향후
협상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그 평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핵심쟁점에 대하
여 의견 수렴이 있었으며, 미확정 상태로 남은 부분은 실무적 쟁점이라기보다
는 WTO 전체적 차원의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가령 개도국 특혜를 어떻게 WTO 분쟁해결절차에 구현할 것인가, 또는 보다
본질적으로 패널과 항소기구를 과연 주권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들
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미국 등 주요국의 우려가 상당 부분 제기되었으며, 이
맥락에서 또한 현재 미·중 갈등의 단초가 일부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소위 구조적 이슈를 제외한 실무적, 법리적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
어 결국 최종 단계에서 취사선택과 정리 수순만 남은 상황이었다.
2012년 의장 텍스트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 오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여
러 주제에 대해 명확성(clarification)을 제고하고, 이를 현재의 DSU 체제 내
에서 수정사항을 표시하며 통합정리(consolidation)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향후 DSU 개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하여 국가들 간 큰 의견은 감
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타 DDA 협상 진행상황과 비교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이며 객관적
인 분위기에서 논의가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분위기의 배경은
DSU 개정 협상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이 주로 WTO 패널 및 항소기구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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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분쟁담당관과 법률전문가였다는 측면에서 이들 간 문제의식과 개선
의지를 결집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DSU 개정 협상 담당 의장은 각 주제들 간 논의의 진전 상황에 차이가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그 이후에도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참가국들 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DSU 개정 텍스트를 더욱 발전시켜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각 주제별로 핵심적인 제안서를 제출한 국가들 중심으로 협상과 논의가
2011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제안한 파기환송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제
안서를 제출한 캐나다 등 7개국과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었고, 이 협의 과정
에 의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였다.12) 이러한 작업을 거쳐 여러 의문점
이 해소되고 새로운 문안이 정리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
은 다른 주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다.

2) 수정 텍스트 초안(Draft legal text)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 및 의장의 평가에 기초하여 의장은 개정 DSU 텍
스트 초안을 제안하였다.13) 동 텍스트에 기초하여 보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협
상 종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간의 협상 내용을 담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에서 이 문서는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3) 주제별 논의내용 요약(Thematic overview)
2011년 의장 텍스트에는 모두 12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
다.14) 이들 12가지 쟁점은 DSU 개정 및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되
12) Chairman’s Text, Articles 17.12 and 17 bis, in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Ronald
Saborio Soto, TN/DS/25, at A-11, A-12.
13)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14) World Trade Organization, Report by the Chairman,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JOB(08)/81(Jul. 18, 2008);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World Trad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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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15) 이들 12가지 쟁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균형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요컨대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역시 분쟁해결절차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입장도 적절히 정리되어 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측 관심사항과 중국 측 관심사항도 나름 적절히 배합되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12가지 쟁점에 대하여 그 핵심 사항만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이들 각각의 쟁점은 그 자체에 대하여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
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그간의 DSU 논의 내용이 아
닌, 현재 WTO 개선 패키지 맥락에서 DSU 변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12가지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이 글의 목적과
반드시 부합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들 12가지 쟁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개혁 차원의 분쟁해결절차 변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어 그
맥락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들 12가지 항목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DSU 개정 협상에서도 동일하게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지
금은 이 재료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 음식의 종류가 새롭게(DSU 흠결 보완에서
WTO 개혁 맥락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3자 참여국 권리(Third party rights)
한편 분쟁당사국 이외에 제3자 참여국이 향유하는 권리를 확대하여 이들의
분쟁 참여를 보다 촉진시키고자 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제소국과
Minutes of Meeting,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held in the Centre William
Rappard on September 30, 2011, TN/DS/M/35(Oct. 26, 2011).
15) World Trade Organization, Negotiations to Impro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https://
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negs_e.htm(검색일: 2019. 10. 31); World Trade
Organization,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Ronald Saborio So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TN/DS/26(Jan. 30, 2015); World Trade Organization,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Ronald Saborio Soto,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TN/DS/27(Aug. 6, 2015); World Trade Organization,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Ronald Saborio Soto(2015) supra not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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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소국에게만 분쟁해결절차 판정이 적용되는 지금과 달리 제3자 참여국 권
리가 강화된다면 제3자 참여국으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할 유인이 높아진다.
즉 분쟁 당사국 외에 제3자 참여국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여 이들이 보다 적극
적으로 패널 및 항소기구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이
다.16) 특히 제3자 참여가 실제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패널 및 항소기구의 결론
도출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감안한 항목이다. DSU 제10조 2항에
따라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제3자 참여국은
패널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으나 현재 분쟁해결기구 판정은 제3자 참
여국에게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 패널 구성(Panel composition)
지금은 패널 구성이 분쟁 개시 이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여 임명하거나 또는
그러한 합의에 실패하면 WTO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임명한다.17) 이와 같이
패널 임명이 일회성으로 임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운용
이 힘들어 이제 패널도 상설화하자는 제안이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18) 패널
구성이 지연될 경우 분쟁해결절차도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체
재 아래에서는 신속한 패널 설치가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현재의 임시적 패널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차제에 상설 패널을 구
성하자는 것이다.19) 즉 현재 항소기구를 본뜬 패널기구를 도입하여, 상설 패널
위원을 임명하고, 이들이 특정 분쟁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자
는 것이다.20)

16)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A-33-34 참고.
17) DSU 제6조, 제8조.
18)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A-34; World Trade Organization, Contribu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Its Member States, TN/DS/W/1(Mar. 13, 2002), at 3.
19) Ibid.; Marc Busch and Krzysztof Pelc(2009), pp. 579-594.
20) Ernst Petersmann(2003),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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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Remand)
현재 WTO 항소기구는 패널의 법리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도 이를
파기환송하여 다시 한번 심리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21) 이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내연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절차만 종결되는 경우가 목도되고 있다.22) 이에 따라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23) 이를 위하여
국내 법원과 같이 파기환송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24)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간 주도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쟁점이다.

∙ 양자합의해결(Mutually agreed solutions)
가능한 한 양자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DSU 관련 조항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제안이다.25)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분쟁 당
사국 간 협의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에는 일단 분쟁
해결절차가 개시되면 양자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
서 이를 개선하여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조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분위기이다.
21) DSU 제17.13조
22) World Trade Organization, Minutes of Meeting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n January 28, 2003, TN/DS/M/8(Jun. 30, 2003), at 5, para. 6(Statement of the
Representative of Jordan); World Trade Organization,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Milk and the Exportation of Dairy Product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WT/DS103,113/AB/RW(Dec. 18, 2001),
at paras. 126, 127; World Trade Organization, Appellate Body Reports, Canada/United States Continued Suspension of Obligations in the EC - Hormones Dispute, WT/DS320/AB/R,
WT/DS321/AB/R(Nov. 14, 2008), at paras. 736(c)(vi), (d)(vi).
23) World Trade Organization, Minutes of Meeting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n January 28, 2003, TN/DS/M/8(Jun. 30, 2003), at 5, para. 6 (Statement of the
Representative of Jordan). 가령 다음의 사건들이 이러한 “미해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World
Trade Organization,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Milk and the Exportation of Dairy Product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WT/DS103,113/AB/RW(Dec. 18, 2001), at paras. 126, 127; World Trade
Organization, Appellate Body Reports, Canada/United States - Continued Suspension of
Obligations in the EC - Hormones Dispute, WT/DS320/AB/R, WT/DS321/AB/R(Nov. 14, 2008),
at paras. 736(c)(vi), (d)(vi).
24)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A-34-35 참조. DSU 제17.13조; David Palmeter(1998), at 834.
132. i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at 51; David Palmeter
and Petros Mavroidis(2004), at 227.
25)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A-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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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정보(Strictly confidential information)
분쟁해결절차를 공개하는 움직임과 함께 국가 및 정부의 핵심 정보를 어떻
게 보호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26) 통상 분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
한 종류의 비밀정보가 분쟁 판정에 핵심이 될 수 있는바, 일국의 핵심 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판정을 위한 정보 수집이 핵심이다. 특히 비밀정보를 어
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검토되고 있
다. 이에 더해 민간 분야에서 제출하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제
기된다.

∙ 이행-보복절차 순서(Sequencing)
현재 DSU에서 이행분쟁이 해결되기도 전에 먼저 보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은 그 순서가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논리적
으로 보면 승소국이 보복절차를 내리기 전, 피소국이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DSU에서는 이행
적합 판정이 보복 결정보다 늦게 이뤄질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행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그 해결이 우선이고 그다음 미이행이 최종 확정되면 그에 따라
보복절차로 이행한다는 취지로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27)

∙ 보복 이후 절차(Post-retaliation)
현재 DSU의 제일 마지막 절차는 보복절차이고 그 이후에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떠한 절차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28) 이는 분쟁해결절차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자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

26)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A-35-36 참조.
27)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A-36-37 참조.
28)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A-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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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다. 보복 이후 절차가 규정될 경우 WTO는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
을 것이다.

∙ 투명성 및 소송 비당사자 의견반영(Transparency and amicus curiae brief)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로 운용되어 원칙
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참관도 허용되지 않는다.29) 이러한 기본골격을
변경하여 문서와 심리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제
도 개선이 역시 제안되고 있다.30) 보다 투명한 분쟁해결절차의 신뢰성 제고에
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31) 사실 여러 국제분쟁해결절차와 국제법원 관
행은 분쟁해결절차를 가능한 한 대중에 공개하자는 것이 최근 움직임이다. 투
명성이 제고될 경우 WTO가 국제 정치에 희생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민감한 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패널 및 항소기구 절차에
서 자신들의 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부분도 활발한 논의 대상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비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도 보다
확대하고 공식화하자는 제안도 지지를 받고 있다.32)
∙ 단계별 시한설정(Timeframes)
전체적으로 단계별 시한을 더욱 줄여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자는 것이 주
요 쟁점이다. 각 단계별 시한이 모호하거나 규정이 있는 경우도 너무 길다는 비

29) DSU 제14.1조, 제17.10조, Paragraph 3 of the Working Procedure of the Panel attached as Appendix 3.
30)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A-37-39; World Trade Organization, Further Contribution of the
United Sta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f the WTO related
to Transparency-Revised Legal Drafting, TN/DS/W86(Apr. 21, 2006) (본 보고서 [별첨4] 참고),
supra note 12, at 1-2; World Trade Organization, Contribution of the United Sta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f the WTO related to Transparency,
TN/DS/W/13(Aug. 22, 2002), at 1; World Trade Organization, Contribu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Its Member States, TN/DS/W/1, at 6-7.
31) Lothar Ehring(2008), at 1032.
32)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A-38-39 참고.

제2장 DSU 개정 협상 현황 • 35

판이 제기되어 온 바이다.33) WTO 분쟁해결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그간 여러 국가의 오랜 불만사항이었다. 분쟁해결절차가 지연될 경우 보
호무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분쟁해결절차에
시간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절차별
로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여 전체적인 분쟁해결절차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다.34) 분쟁해결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해야 효과적으로 회원국들
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개도국 이해반영(Developing country interests, including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현재 개도국들은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신의 협정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상대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 DSU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35) 개도국의 인력,
재정적 한계를 인식하고 이들을 어떻게 분쟁해결절차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
도록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다.36) 특히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D:

33) WTO Secretariat(2004), at 59.
34)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A-39-40 참고; World Trade Organization, Specific Amendments to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Drafting Inputs from China, TN/DS/W/51, TN/DS/W/51/Rev.1,
at 1; World Trade Organization, Negotiations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N/DS/W/49, at 2.
35)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A-40-41 참고; Henrik Horn, Petros Mavroidis and Hakan
Nordstrom(1999), at 1, The proper consideration of developing Members’ interest is critical in
order to ensure the fulfilment of the objective of the WTO system; Guiguo Wang(2011), at
340-342, 348-349; Phoenix Cai(2011), at 163; World Trade Organization Annual Report 2013
(2013), at 86-87; Frederick Agah(2010).
36) World Trade Organization, Remarks by Ambassador Fernando De Mateo, Chairman of the General
Council/Chairman of the DSB in 2014, 8th Annual Update on WTO Dispute Settlement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Mar. 24, 2015): “[…]While all of this is to
be welcomed as a sign of the system’s vitality and trust-worthiness, it also places significant
strain on the Members and the Secretariat. …The DG explained that … both the number and
complexity of cases have increased rapidly in the last few years. …In this respect, I urge all
Members to come together in 2015 to move towards completing the ongoing DSU reform
negotiations”; Chad Bown(2015), at 287-288; Andrew Guzman and Beth Simmons(2005), at
558-559; Marc Busch and Eric Reinhardt(2003), at 721-722; Andrea Ewart(2007), a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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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는 개도국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에 합류
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문제는 현재 미·중 갈등과 맞물
려 두 나라가 DSU 개정 협상 맥락에서 다투고 있는 핵심적인 쟁점이기도 하다.
중국은 개도국 이해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공정한 경쟁 관계
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절차적 유연성 확보 및 회원국 통제(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패널 및 항소기구가 모든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를 지양하고
가능한 한 당사국들이 판정의 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도입
하는 내용이다.37) 이와 같은 유연한 분쟁해결 기구는 회원국의 통제 권한을 제
고할 것이다. 이 주제는 특히 미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사항이다.
미국은 WTO의 항소기구가 지나치게 독자성을 갖고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반
대하는바, 회원국 통제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효과적 이행방안(Effective compliance)
패소국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로서는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안을 따르도록 강제할 방안이 없다. 역시 현재
DSU 체제는 승소국이 때로는 보복을 희망하여도 그러한 보복에 중요한 장애
물이 존재하여 결국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점이 빈번하다. 이는 결국
이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여 승소국이 효과
적인 보복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38)
이를 통해 WTO 협정의 준수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다. WTO 레짐이 더욱
강화될 경우 국제 통상 분야에서 법치주의 논리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37)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A-41-42 참조.
38) 2011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A-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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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DSU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1997년 이래 DSU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우리 이
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분쟁해결절차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명분도 WTO 체제의 모범국인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만한 과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표출된 이들 12개 주요 쟁점
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WTO 웹사이트 등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검토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이들 입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분쟁해결절차 참여의 경
험을 토대로 도출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논의 시 특히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 입
장을 표명한 것으로 DSB 보고서 등에 반영되어있다. 아래 사항 중 특히 우리나
라는 파기환송 제도에 대하여 오랜 관심을 경주해왔고 여러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그러한 제안서에 기초하여 그간 다른 국가(특히 캐나다, 호주, 미
국 등)와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고, DSU 개정 협상 담당
의장과도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문제
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
분을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파기환송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향후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 쟁점은 지금 검토되는 WTO 개혁 맥락의 WTO 제도 변경에서
도 충분히 수용될 만한 잠재력이 있는 사안이다.

가. 시간 절약(Time Saving) 조치
그간 DSU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온 패널 및 항소기구 절차에서
의 과도한 시간 소요를 개선하기 위한 시간 절약 조치 제안에 우리나라는 그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를 위해서는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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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명성(Transparency) 조치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제시된 그간 우리 정부가 표명한 DSU 개정방향에 대한
입장에 따르면 DSU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및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제안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WTO 공식 언어로 번역이 완료되지 않은 영문 패널보고서의 조기 회람이 초래
할 문제점에 대한 일부 당사국의 우려도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문 보고
서의 조기 회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이익과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문제
점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다. 패널 구성(Panel Composition)
또한 패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설 roster 도입 방안에 우리나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그러한 roster에 몇 명의 패널위원을 포함
시키며 그들의 지역적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상세
한 협의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인사들의
패널 심리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 출신 패
널 후보들이 상기 roster에 일정 수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패널인사에 심리가 집중되는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패널/항소기구 심리 범위 문제
최근 여타 국제법 영역과 WTO 협정을 동시에 아우르는 통상분쟁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을 패널 및 항소기구에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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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논의가 아직 WTO 차원에서 마무리되지 아니한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법적구속력이 결여된 순수 지침서
로만 채택한다면 이러한 문서는 단지 권고적 성격만 갖게 되어 새로이 발생하는 복
잡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 파기환송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6년 이후 지속적인 협의로 DSU 개정 협상 참여국
간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온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개의 패널보고
서가 순차적으로 채택되는 상황이 초래하는 혼선 및 문제점에 대한 참여국 간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혼선 및 문제점을 회피
내지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파기환송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의
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향후 DSU 개정 협상 참여 회원국 간 지속적인 협의
를 통하여 현실성을 담보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주요국 반응
이러한 기존의 협상 분위기가 2016년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게 되었다. 미국
이 본격적으로 현행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대대적
인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이후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DSU 개정 협
상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새로운 분위기에서 DSU 개정 협상이
전개될 것이다. 먼저 현 상황에서 DSU 개정 문제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는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
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나 일단 향후 DSU 개정의 향방을 결정
하는 키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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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해하고 그 수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WTO DSB에 대한 불만을 제
시해왔다.39) 물론 이러한 불만은 그간 DSU 협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표출
되었다. 미·중 분쟁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더욱 축적되며 미국
은 급기야 2016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항소기구 위원의 재선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간 연임이 거의 자동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는
국제사회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WTO 항소기구가
WTO 협정에 합의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특히 미국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현재 WTO 항소기구의 관행이 1995년
합의된 DSU에 포함된 내용과 다르며, 특히 항소기구의 심리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자국의 불만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새로
운 항소기구 위원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이를 2020년 5월
까지 유지할 것이다. 근 4년에 이르는 미국의 초강경 압박정책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임기가 종료된 항소기구 위원 후임 임명에 동의하지 않아 2019년 12월
11일 급기야 항소기구 위원이 중국 국적 위원 1인만 남게 되었다. 3인의 위원
이 필요한 항소절차가(분쟁심리 Decision은 3인의 위인이 필요) 사실상 마비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DSU 개정 협상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구체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게 되었
다. 처음에는 미국의 요구를 일회성 불만 토로로 간주하고 무시하는 입장이었으
나 점차 미국의 구체적 요구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미국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점차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안들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2017~18년 사이 DSU 개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주요 문서는 [표
2-2]와 같다. 이들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각국이 제출한 문서, DSU 개정 협
상과정에서 채택된 문서, 그리고 여러계기에 주요국 정부 담당자가 발언한 내
용을 포괄한다.
39) World Trade Organization, Further Contribution of the United Sta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f the WTO related to Transparency-Revised Legal Drafting
(2006), supra note 31(본 보고서 [별첨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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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미국

온두라스

온두라스

January 21, 2019

January 21, 2019

캐나다, 스위스

호주,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문서번호

of the Appellate Body

Fostering a Discussion on the Functioning

of the Appellate Body

Fostering a Discussion on the Functioning

Meeting of the WTO General Council

Statements by the United States at the

WTO Agreement

General Council, Geneva

General Council, Geneva

General Council, Geneva

WT/GC/W/759

WT/GC/W/758

Diminishing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e General Council, Geneva WT/GC/W/754/Rev.2

Adjudicative Bodies: Adding to or

Council

China, India and Montenegro to the General General Council, Geneva WT/GC/W/753/Rev.1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Korea, Iceland, Singapore, Mexico, Costa
Rica and Montenegro to the General Council

싱가포르, 멕시코, 코스타리카,

EU, 중국, 인도, 몬테네그로

제출 및 발언 회의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Republic of General Council, Geneva WT/GC/W/752/Rev.2

China, Canada, India, Norway, New

호주, 한국, 아이슬랜드,

December 12, 2018.

December 11, 2018

December 11, 2018

December 11, 2018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on Dispute Settlement

WTO Modernisation - Future EU Proposals

EU, 중국, 캐나다, 인도,

EU

July 31, 2018

문서 명칭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제출국

날짜

표 2-2. WTO 주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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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두라스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일본, 호주, 칠레

태국

중국

EU

아프리카 그룹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미국

January 28, 2019

February 4, 2019

April 25, 2019

April 26, 2019

April 26, 2019

May 13, 2019

May 16, 2019

June 26, 2019

October 22, 2019

자료: WTO 주요문서를 토대로 저자 정리(문서 명칭 참고).

제출국

날짜

표 2-2. 계속

DSB Meeting, Geneva

Statements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ransparency in WTO Dispute Settlement

Joint Statement on the Importance of

Appellate Body Impasse

25 DSU

Interim Appeal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China’s Proposal on WTO Reform

Settlement System of WTO

General Council Decision on the Dispute

Functioning of the Appellate Body

Informal Process on Matters Related to the

Appellate Body

Guidelines for the Work of Panels and the

WT/GC/W/761

문서번호

General Council, Geneva

General Council, Geneva

General Council, Geneva

General Council, Geneva

General Council, Geneva

WT/GC/W/785

WT/GC/W/776

JOB/DSB/1/Add.11

WT/GC/W/773

WT/GC/W/769

General Council, Geneva WT/GC/W/768/Rev.1

General Council, Geneva WT/GC/W/767/Rev.1

Fostering a Discussion on the Functioning
of the Appellate Body Addressing the Issue General Council, Geneva
of Precedent

제출 및 발언 회의

문서 명칭

다양한 문서를 토대로 일단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 핵심만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다.

표 2-3. 미국의 주요 요구 사항
2018 무역정책의제
상소심 기한 90일 미준수(DSU 17.5 관련)

주요 내용
DSU 17.5조에 규정된 상소심의 기한인 90일이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투명성과 신속한 분쟁해결 의무와 불일치

퇴임한 AB 위원의 상소심 참여(상소검토 임기가 만료된 AB 위원이 지속해서 심리에 참여할지 여부를
작업절차 규칙 15 관련)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쟁점에 대한 권고적
의견 (Advisory Opinion)
AB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검토
(DSU 17.6 관련)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은 AB가 아니라 DSB라는 점을 강조
분쟁을 해결하는 데 불필요한 쟁점이나 분쟁 시 제기되지 아
니한 쟁점을 다룸으로써 불필요한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가
존재
AB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패널의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을 AB가 검토하고, 국내법의 의미에 대해 신규 검토가
필요
실질적으로 AB 보고서를 선례로 다루고 있으며, 충분한 이

AB 보고서의 선례 취급

유가 부재한 상황에서도(cogent reason) 패널은 AB 보고
서를 따르도록 요구

자료: 외교부(2019)에서 재인용(미국 USTR 보고서 및 DSB 회의 자료를 정리).

특히 2018년 12월 WTO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에 주제네바 미국 대
표부가 제출한 성명서에 포함된 미국 정부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40)
이 기조는 2020년 1월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 항소기구 결정 기한 엄수
미국은 항소기구는 예외 없이 90일 이내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41) 현재 항소기구는 동 기한을 엄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WTO 협
40) 이하 내용은 다음 미국 서면서를 요약 및 정리한 것이다.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the Meeting of
the WTO General Council, Geneva(Dec. 12, 2018).
41) DSU 제17.5조;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ticle 17.5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Meeting of the DSB(June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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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위반되고 있다는 것이다.42) 이에 대한 논거로 미국은 다음을 제시한다.43)
분쟁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동 기한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지만 2011년 이
전까지 항소기구는 90일 시한을 주로 엄수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항소기
구의 결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게 되었다. DSU 제3조에서 회원국은 3항에서
“회원국이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하는 이익
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상황을 신속히 해
결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수행과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에 필수적이다”라고 합의하였다. 또한 DSU 제17.5조에 따
르면 60일 이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general rule)이지만 이것
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30일을 연장하여 최대 90일을 넘기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기간 동안 다뤄진 101
개의 항소심 중 총 87건에 대해 항소기구는 90일 기한을 엄수하였고, 나머지
14개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국과 투명한 합의 절차를 거쳐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항소기구는 이러한 기한을 준수하
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DSU를 위반하는 것으로 시정이 필요하다
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나. 항소기구 위원 임기 문제
항소기구 작업절차(Working Procedure for Appellate Review) 제15조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항소기구 위원은 항소기구가 승인하고 DSB에 통지한다면

42) Statements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General Council(2018) supra note
41: “Rather than seeking to make revisions to the text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o permit what is now prohibited, the United States believes it is necessary for Members to
engage in a deeper discussion of the concerns raised, to consider why the Appellate Body has
felt free to depart from what WTO Members agreed to, and to discuss how best to ensure
that the system adheres to WTO rules as written.”
43)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고: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ticle 17.5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supra not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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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배정되었으나 임기 내 완료되지 못한 분쟁에 대하여 임기 종료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44) 미국은 이러한 퇴임 항소기구 위원의
심리가 DSU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은 이 조항이 지난 25년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으며, 다른 국제 사법기구 역시 유사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45)
작업규칙 제15조에 따라 항소절차가 마무리된 사건의 항소기구 보고서가
DSU 제17.14조상 역총의(negative consensus) 방식에 따라 채택되는 과정
에서 이러한 심리 방식을 문제 삼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작업절차상 근거가
명확하고, 이에 대한 관행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 따르면 임기가 종료된 항소기구 위원은 심리에 참여하
여서도, 결정을 내려서도 아니 된다.46) 특히 2017년 이전에는 제15조가 그렇
게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나 분쟁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와 더불어 이
조항을 원용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47) 이에 대
한 논거로 미국은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48)

1. 항소기구 위원이 임기 만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항
소기구가 아닌 DSB 승인이 필요한 사항
2. 따라서 이는 작업규칙으로 처리하기에는 중요한 문제
3. 궁극적으로는 DSU 개정으로 반영되어야 할 문제이며 그러한 조항이 부
재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편법
4. 항소기구 위원의 선출 결정 권한은 DSB가 보유
44) 외교부(2019), 『국제법 동향과 실무』, p. 21.
45)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Communication from the Appellate Body, Background Note on Rule 15
of the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Body Review(Nov. 24, 2017) Annex 2 to Appellate
Body Annual Report for 2017(Feb. 2018).
46) DSU 제17.1조, 제17.2조; U.S. Statement at the August 31, 2017, Meeting of the DSB; U.S.
Statement at the February 28, 2018, Meeting of the DSB.
47) Ibid.; 외교부(2019), supra note 45, at 21.
48)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U.S. Statement at the August 31, 2017, supra note 47; U.S. Statement
at the February 28, 2018, supra note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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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소기구의 작업규칙(rule) 및 그 관행으로 DSU 수정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

다. 심리 범위 문제(Scope of issues to be considered by the AB)
미국은 항소기구가 WTO 협정상 합의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DSU 제3.2조 및 제19.2조를 제시하고 있다.49)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항소기구가 분쟁해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슈, 특
히 국내법적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주장에 대한 논거로는 DSU 제17.6조 및 제11조를 제시하고 있다.50)
즉 DSU 제17조 6항은 “항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
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51) 국내법령 문
제는 국제법 차원에서는 사실문제이므로 항소기구는 이러한 사실문제인 국내
법령을 심리 범위에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한편 DSU에는 무엇이
‘심리 범위(standard of review)’인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WTO 항소기구는 DSU 제11조를 근거로 패널이 객관적인 사실 심사를 했는지
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왔다는 것이다.52) 이 역시 패널이 사실상 사실심을
진행하는 일종의 우회 통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더구나 패
널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는 DSU 제11조에서 ‘shall’이 아니라 ‘should’가 사
용되고 있다는 점과 패널의 객관적인 사실 검토 여부가 국제법상 구체적 의무

49) Statements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General Council(2018), supra note 43.
50)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ticle 17.6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Appellate Review of Panel
Findings of Fact, Including Domestic Law, Meeting of the DSB(Aug. 27, 2018).
51) “An appeal shall be limited to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52)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ticle 17.6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Appellate Review of Panel Findings of
Fact, Including Domestic Law(2018), supra note 51: “However, the Appellate Body at the same
time asserted that there was a “standard of review” applicable for panels in respect of “the
ascertainment of facts” under the relevant covered agreements. (...) Faced with this lack of any
agreed “standard of review,” the Appellate Body asserted that Article 11 of the DSU provided
such a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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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미국은 지적한다.53) 패널의
의무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토대로 패널의 사실심을 다시 검토하는 항
소기구 심리도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54) 이와 같이 항소기구는 기본적으로
사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미국 주장의 요체이다. 그렇다면
사실 문제의 한 사례인 국내법령 문제도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WTO 분쟁의 대다수가 피제소국의 국내법령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에서 미국의 주장은 사실상 항소심에서 국내법령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
이다.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중대한 변화이다. 물론 패널은 여전히 국내법령을
다룰 수 있겠지만 항소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제소국에 유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패널리스트 선임 과정에서 분쟁당사국이 나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소기구가 다루지 못하는 쟁점으로 고착된다면 WTO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국내법령에 대한 제·개정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
지 못할 공산이 크다. 패널 판정은 광범위한 선례로 자리매김하기보다 해당 분
쟁에 대하여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주장하기가 항소기구 판정에 비하
여 일층 수월하기 때문이다.

라.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s) 문제
또한 WTO 항소기구는 특정 조치를 WTO 협정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
53)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rticle 11 Function of Panels] The function of panels is to
assist the DSB in discharging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Understanding and the covered
agreements. Accordingly, a panel should make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matter before it,
including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applicability of and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covered agreements, and make such other findings as will assist
the DSB in making the recommendations or in giving the rulings provided for in the covered
agreements. Panels should consult regularly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give them
adequate opportunity to develop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54)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ticle 17.6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Appellate Review of Panel Findings of
Fact, Including Domestic Law(2018), supra note 51: “The Appellate Body’s decision to undertake
a review of panels’ findings of fact therefore has no basis in the DSU. And the decision to
review panel fact finding has had a number of adverse effects o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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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55) 미국은 항소기구의 역할에 권고적 의견 제
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항소기구의 입장의 당부당과는 상관없고 그러한
역할 자체가 DSU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권고적 의견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사건이 제기되기
이전 또는 가상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판정자]가 제시하는 비구속적 성명서”56)
에 불과한바, 이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
한다.57) 분쟁해결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항소기구가 제시하
는 권고적 의견은 자신의 권한 밖의 입법자적 역할에 해당하며, WTO 회원국
은 WTO 패널 및 항소기구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은 이에 대한 논거로 DSU 제7.1조, 제11조, 제17.6조를 제시한다.58) 이 주장
도 결국 항소기구의 손발을 묶어두자는 의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제시된 쟁
점을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항소기구는 이와 관련되는 여러 연관 이슈를
살펴보고 중간단계의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실제 분쟁에서는 자주 발생하기 때
문이다. 이제 이러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구체화된다면 항소
기구 권한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마. 선례 구속 문제
한편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항소기구는 이전 판정의 선례 구속성을 인정하

55)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the Issuance of Advisory Opinions on Issues Not
Necessary to Resolve a Dispute, Meeting of the DSB(Oct. 29, 2018).
56) “a non-binding statement on a point of law given by [an adjudicator] before a case is tried or
with respect to a hypothetical situation.” Oxford Dictionaries, “advisory opinion”, https://en.
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advisory_opinion(검색일: 2019. 10. 31);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the Issuance of Advisory Opinions on Issues Not Necessary to Resolve a Dispute
(2018), supra note 56에서 재인용.
57) 외교부(2019), supra note 45, at 23.
58)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고: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the Issuance of Advisory
Opinions on Issues Not Necessary to Resolve a Dispute(2018), supra not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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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스스로도 다른 분쟁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권위적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59) 이러한 시도는 WTO 협정상
위임된 권한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동안 WTO 항소기구는 사실상 이전의 판
례들을 ‘특단의 사유(cogent reason)’가 없는 한 패널들이 따르도록 강요함으
로써 협정상 근거 없는 결정을 해왔다는 것이다.60) 이제는 이러한 선례구속 원
칙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
미국은 DSU 제3.9조 및 WTO 협정 제IX:2조를 제시하며, WTO 회원국은
WTO 협정에 대하여 ‘스스로’ 권위적 해석을 내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61) 요컨대 협정 해석 권한은 회원국에 있고 항소기구에 있지 않
다는 것이다.
항소기구를 위시한 WTO 분쟁해결절차가 국제법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존의 분쟁해결절차
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다. 즉 국제법상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5. 미국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국 반응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하여 주요국들은 처음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미국을 비난하는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2016년부터 일관되게 WTO DSB 회의 등 여러 계기에 일관되게 표출되었으
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양보의 의사가 없다는 점
59) Statements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General Council(2018), supra note
41: “The Appellate Body may not assert that its reports serve as precedent or provid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60) 외교부(2019), supra note 45, at 24.
61)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고: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the Issuance of Advisory
Opinions on Issues Not Necessary to Resolve a Dispute(2018), supra not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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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듭 밝히며 그 갈등은 지속적인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주
요국들은 점차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판단
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어느 정도까지 그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과제
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DSU 개정 협상과 맥락을 달리하는 새로운 제안 내용들이
2018년부터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2016년 5월부터 WTO
항소기구 위원 선임에 제동을 걸며 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62) 그 결과 분쟁해결절차 운용에 상당한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라 이
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
서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항목은 기존 논의 내용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일부 기존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
의 배경과 여건은 기존과는 상이하다.
전체적으로 2018년 이후 제기되는 쟁점들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WTO 위기
상황을 타파하고, 특히 미국을 위시한 일부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여, 어떻게든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국은 그간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나름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63)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최종적인 정리과정까지 자국의 협
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평가된다. 일종의
최대 압박전략이다.

62) Tetyana Payosova, Gary Hufbauer and Jeffrey Schott(2018), (검색일: 2019 10. 31).
63) Statements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General Council(2018), supra note
41: “We thank the proponents for their statements today. These proposals to some extent acknowledge
the concern the United States has been raising in the WTO for years – namely, that the
Appellate Body has strayed from the role agreed for it by WTO Members. And, as we have
noted in detailed statements in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ver the past year, many WTO
Members share these concerns, whether on the mandatory 90-day deadline for appeals, or
review of panel findings on domestic law, or issuing advisory opinions on issues not necessary
to resolve a dispute. However, on a close reading, the proposals would not effectively address
the concerns that Members have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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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U
2019년 5월 7일 주제네바 EU 대사인 Marc Vanheukelen은 WTO 항소기구
의 마비를 막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내놓은 제안과 EU가 주도한 두 제안(문서
번호 752, 753에 포함)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64) 또한 EU 입
장에서는 WTO 항소기구에 대한 일부 국가(미국)의 항소기구가 마비되는 상황
을 방지하고자, 이 회원국(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
다고 명시했다.65)
이에 더해 개도국 특혜제도(SDT)에 대한 미국의 제안에 대하여, EU는 SDT
의 필요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case-by-case)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노르웨이의 제안이 실질적이고 해결 방안 중심을
추구하는바, 이를 토대로 추후 협상을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66) 전반적으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앞
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일본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고노 외무상은
WTO 개혁이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며, 일본은 WTO의 모니터링, WTO 내 법
리 형성 문제, 그리고 DSB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체적

64) EU statements by Ambassador Marc Vanheukelen at the General Council(May 7, 2019).
65) Ibid.: “This is why the EU, and so many other Members, have made serious efforts to address the
concerns raised by the Member blocking the appointments thereby taking hostage the whole
dispute settlement system. Even though we did generally not agree with the underlying
concerns, we made a serious and sincere effort to address them.”
66) EU statements by Ambassador Marc Vanheukelen at the General Council, supra note 72: “We should
therefore continue to work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flexibilities are made available to those members who actually need them.(...) There is a
strong need to reform SDT and we are open to discuss several proposals. In the end we
should find a solution that can be supported by all WTO Members. In that respect, the EU is
supportive to the initiative taken by Norway to facilitate a discussion among WTO members on
the development issues.”

52 •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으로도 일본은 WTO 개혁에 동참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67)
특히 일본은 DSB의 개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항소기구의 시한 준수 문제,
항소기구 판정의 일관성, 그리고 항소기구 판정에 대한 회원국의 이의 제기 불
가능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미국 입장에 접근
한 의견들이다.68)

다. 중국
2018년 11월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단 부대
표는 중국이 WTO 개혁을 지지하나, 3대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69)
3대 기본원칙은 무차별과 개방을 핵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일 것, 개도국 회원
국 이익보호, 그리고 국제사회 협상을 통한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말한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이나 추상적인 원칙들에 불과하다. 미
국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내는 데에는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67) Statement of Minister Kono on WTO reform and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Session
4 (extract) (Jun. 9, 2018), https://www.mofa.go.jp/ecm/it/page23e_000578.html(검색일: 2019.
10. 31): “First, the Appellate Body is not able to achieve prompt settlement of disputes as it
often exceeds the timeline provided for in the WTO agreement. Second,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it failed to make findings on the WTO consistency of the measures at issue and left
them without achieving a satisfactory settlement. Japan understands that there were cases in
which disputing parties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about the outcomes of said Appellate
Body’s findings. Third, currently there is no mechanism through which WTO Members may
raise their concern to the Appellate Body on the Appellate Body’s findings. It is imperative that
all WTO Members take these concerns o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seriously and engage
in discussions on how to address these concerns. Japan, along with Australia and Chile,
submitted a new proposal in April and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solution-oriented
discussion.”
68) Statement of Minister Kono on WTO reform and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Session 4 (extract)(2018), supra note 68.
69) 인민일보 한국어판(2019) “中 상무부, WTO 개혁 입장 밝혀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 반대…개도국 이익 보호
해야”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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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U·중국 등의 2018년 제안 내용70)
1) 항소기구 위원 임기 및 인원 수
EU와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은 항소기구 임명이 계속 지연되며 항소기구가 마비
되는 위험에 처해 있는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들은 먼저 항소기구 위원의 독립성을 위해 임기를 연장 불가능한 6~8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였다.71) 연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
기 위함이다.
이에 더해 항소기구 역할의 안정성을 위해 임기가 끝난 항소기구 위원들도
공석이 채워질 때까지는 이미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계속 심리할 수 있는
과도기(transitional) 절차를 마련하는 대신, 이 기간은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
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72) 이러한 제안은 항소기구 위원이 임기 이후에도 계
속해서 위원으로서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
는 것은 아니다.73) 단지 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제안은 현 규칙 제15조와 일맥상통하므로, DSU 제17.2조가 EU의
제안대로 개정된다면 규칙 제15조는 삭제될 수 있으며, DSU 제17.2조가 항소
기구의 관행과 상충한다는 미국의 지적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74)

70) 다음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Communication from the EU, China, and India and
Montenegro to the General Council, WT/GC/W/753/Rev.1(Dec. 11, 2018);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China, Canada, India, Norway, New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Republic
of Korea, Iceland, Singapore, Mexico, Costa Rica and Montenegro to the General Council, WT/
GC/W/752/Rev.2(Dec. 11, 2018), (본 보고서 [별첨3] 참고).
71) Ibid.: “It is proposed to provide for one single but longer (6-8 years) term for Appellate Body members.
The objective is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the Appellate Body and its members, which is
needed in view of the experience of recent years and also in view of the other amendments
proposed in document WT/GC/W/752.”
72) Ibid. supra note 71: ““In order to ensure an orderly transition between the outgoing and new
Appellate Body members, the outgoing Appellate Body members should continue discharging
their duties until their places have been filled but not longer than for a period of two years
following the expiry of the term of office.”
73) Prakhar Bhardwaj(2018), https://worldtradelaw.typepad.com/ielpblog/2018/12/guest-post-criticalanalysis-of-the-eu-dsu-reform-proposal-.html(검색일: 2019. 10. 31).
7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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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들 국가는 항소기구 위원 수를 7명에
서 9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전업(full-time)으로 고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95년 이후 회원국 수가 크게 늘어난 WTO의 변화에 맞춰 항소기구의 지역
적 균형에 기여하고 늘어난 분쟁건수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항소기구 판정 시한(timeframes)
또한 이들 국가는 항소기구의 결정 기한이 계속해서 초과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90일 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DSU 제17.5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75)
이에 따르면 항소기구가 기한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항
소가 제기되기 전 혹은 항소 절차 개시 이후, 항소기구는 빠른 시일 내에 기한
연장에 대해 분쟁당사국과 합의해야 한다. 기한 연장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분
쟁당사국 간 자발적 조치를 통해 정해진 90일 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예컨대 분쟁당사국들은 서면서 페이지 수를 제한하거나, 항소 범위를 좁히
거나, 항소가 제기된 언어(주로 영어)로만 항소기구 보고서를 회람하는 등의 조
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기한 연장을 ‘양성화’하거나 아니면 그 준
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75)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China, Canada, India, Norway, New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Republic of Korea, Iceland, Singapore, Mexico, Costa Rica and Montenegro to the
General Council(2018), supra note 71: “It is proposed to amend the 90-days rule in Article 17.5
of the DSU by providing an enhanced consultation and transparency obligation for the Appellate
Body. Article 17.5 would provide for the possibility for the parties to agree to the exceeding of
the 90-day timeframe. In practice, the Appellate Body would need to consult with the parties
early in appellate proceedings – or before the appeal is filed – if it estimates that the report
will be circulated outside 90 days. If there is no agreement of the parties on the exceeding of
this timeframe there could be a mechanism pursuant to which the procedure or working
arrangements for the particular appeal could be adapted to ensure the meeting of the 90-day
timeframe. For example, the Appellate Body could propose to the parties to voluntarily focus
the scope of the appeal, set an indicative page limit on the parties' submissions or it c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duce the length of its report. This could also include the
publication of the report in the language of the appeal only, for the purposes of meeting the
90-day timeframe(the translation to the other WTO languages and formal circulation and
adoption would come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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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 국가의 입장은 위와 같은 노력에도 90일 기한 이후에 제출된 보고
서의 유효성(validity)은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76) 행여나 기한초
과로 인해 항소기구 판정이 공격받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3) 국내법 심리 가능 여부
또한 EU와 중국 등의 국가는 항소기구의 심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
해 DSU 제17.6조에 따라 패널이 제기한 법적 해석 및 패널 보고서에서 다뤄진
법적 문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7)
현재로서는 제17.6조의 해석에 따라 ‘법적 문제’에 국내법 심리 가능 여부가
포함되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78)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사항 중 하나이다.
항소기구 심리 범위에는 DSU 제11조에 따른 패널의 객관적인 평가 여부가
포함되지만 회원국 조치의 의미 그 자체는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며 아직 이에 대한 미국의 요구 ― 국내법 심리 금지 ―
를 수용하지는 취지는 아니다.

4) 항소기구 심리 범위
한편 이들 국가는 항소기구가 권한 밖의 내용에 대해 임의로 심사를 하면 안 된
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항소기구가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제기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제17.12조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79) 이 조

76) Ibid. supra note 71: “It should however be clear that those changes do not affect the existing rules on
the validity or the adoption of late reports.”
77) Ibid. supra note 71: “It is proposed to clarify, for greater certainty, that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in the meaning of Article
17.6 of the DSU, while they include the legal characterisation of the measures at issue under
the WTO rules, and the panel's objective assessment according to Article 11 of the DSU, they
do not include the meaning itself of the municipal measures.”
78) Ibid.
79) Ibid. supra note 71: “It is proposed to amend Article 17.12 of the DSU to provide that the
Appellate Body shall address each of the issues raised on appeal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the extent this is necessary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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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구체화하여 항소기구가 할 수 있는 심리와 할 수 없는 심리의 기준선을 마
련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DSU 제17.12조 수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항소기구 결정의 신속성
(90일 기한)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허용되는 심리를 명확
히 하여 이 부분에만 항소기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선례 구속성 여부
EU와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선례 구속 여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
소기구와 WTO 회원국 간 연례 회의를 통해 특정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
게 회원국이 항소기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포럼과 통로를 도입할 것
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선례 구속원칙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판정에 불만을 가
진 국가가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절차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항소기구 분석과 접근방식의 체계적(systematic), 혹은 법리적
(jurisprudence) 우려를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다만 항소기구 위원의 법리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회의의
투명성 원칙 및 기본 운영 규칙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 일본·호주의 2019년 비공식 입장문80)
일본과 호주는 2019년 4월 항소기구 결정 기한, 심리 범위의 문제, 선례 구
속성의 문제, 항소기구 역할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비공식 입장문을 제출
했다. 이 문서는 미국이 제시한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미국의 우
려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80) Communication from Japan and Australia in General Council of the WTO, Informal Process on
Matters Related to the Functioning of the Appellate Body, WT/GC/W/768(Apr. 18, 2019);
Terence Stewart(2019), http://www.stewartlaw.com/Article/ViewArticle/1158(검색일: 2019. 10. 31).

제2장 DSU 개정 협상 현황 • 57

1) 항소기구 결정 기한 엄수
이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항소기구 결정 기한을 엄수할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일본과 호주는 항소기구 결정 기한인 90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
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한다.81)
그러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 대상이 복잡한 경우 90일 기한 준수가 어
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국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82) 90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90일
기한준수 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로, DSU 제3.3조가 요구하는 대로 회원
국의 의무와 권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가 필수적
이라는 점을 이들은 언급한다.

2) 심리 범위 문제
일본과 호주의 제안에 따르면 항소기구의 심리 범위는 DSU 제17.12조에 따
라 패널 보고서에서 다뤄진 법적 이슈(issues of law) 및 법적 해석이 제17.6
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그쳐야 한다.83) 즉 항소기구는 패널의 사실
심 내용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84) 특히 항소기구가 해당 사안 판정에서 반드시
요구되지 않았음에도 일국의 국내 법령이 갖는 의미 등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상당히 미국의 시각에 가까운 의견으로 볼 수 있겠다.

81) Ibid.: “Members confirm that the Appellate Body shall strictly observe the 90 day deadlines for
Appellate Review.”
82) Ibid. supra note 81: “Members also recognize the difficulty in some cases, in particular, those
involving complicated measures and/or legal claims, and confirm that the Members involved
would need to resolve the resulting procedural consequences in such cases.”
83) Ibid. supra note 81: “Members confirm that when the Appellate Body addresses the issues rais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per paragraph 12 of Article 17 of the DSU, the scope of the Appellate
Review shall be limited to issues of law covered in a panel report and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in strict compli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17 of the DSU.”
84) DSU 제17.6조; World Trade Organization, Minutes of Meeting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n October 22, 2004, TN/DS/M/20(May 26, 2004), at para. 10 (Statement of
the Representative of New Zealand)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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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례 구속 문제
WTO 분쟁해결기구는 원칙적으로 선례 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패널은 과거 항소기구에 의해 채택된 WTO 법리적 해석을 무조건적으
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일본과 호주는 인정하고 있다.85) 즉 패널은 이전
항소기구 보고서에 포함된 법리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
만 DSU 제3.2조에서 제시된 대로 분쟁해결 절차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중
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두 국가의 제안은 현재 WTO 법리
를 그대로 확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방점을 미국의 우려 사항에 둠으
로써 전반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

4) 항소기구의 역할 문제
일본과 호주 역시 미국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항소기구는 WTO 협정상의 권
리와 의무를 더하거나 줄이는 법적 해석 또는 권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86) 항소기구의 법적 해석 영역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항
소기구는 분쟁해결 절차의 일부인바, 허용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법리 형성의
역할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거로는 DSU 제3.2조 및
제19.2조를 들고 있다. 이 역시 현재의 WTO 법리를 확인하는 모양새를 취하
면서도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85) Communication from Japan and Australia in General Council of the WTO(2019), supra note 81:
“Members confirm that panels may adopt an interpretation of a WTO provisi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developed by the Appellate Body.”
86) Ibid. supra note 81: “Members also confirm that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should refrain
from making a finding or recommendation on any of the issues of law and legal interpretation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 to the extent that the finding or recommendation
adds to or diminish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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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DSU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최근
진행되는 WTO 개혁 맥락의 변경 논의에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
황이다. 특히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Ottawa Group(12개국 그룹)에도
초청되어 우리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견지하고 있다. 고무적인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그간의 DSU 개정 협상 참여와 비교할 때 최근
2~3년간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입장
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입장은 일면 불가피하다. 현재 논의
는 법리적인 논의라기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불만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정
무적 타협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
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서서 향후 7~8개월간 발 빠른 논의와 이를 통한 합의,
그리고 제도 변경이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신 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협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므로 ‘창의적’ 접근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단 새로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도 그간의 협의 진행을 통하여 상당수의 이
슈는 참여 회원국 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그렇지 아니한 이슈
도 협의 참여 회원국 간 이견의 구체적 태양이 상당히 명확화(crystalize)된 것으
로 평가되며, 향후 이러한 이슈에 대한 추가적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
에서 우리나라가 건설적인 기여를 할 부분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하여 참여 회원국 간 광범위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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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해서도 그러한 원칙의 세부화, 구체화 작업에서는 참여 회원국 간 이
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한바, 이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의 건설적 대안이 상당한 효과를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벽하지는 않
더라도 최악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법적 논리와
동시에 냉철한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필요하다. 요컨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
더라도 분쟁해결제도의 본질 자체는 형해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도입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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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WTO 개혁 맥락 DSU 개정
검토 항목
1. DSU 개정 문제 조망을 위한 전반적 골격
2.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이 장에서는 WTO 개혁 맥락에서 제기되는 DSU 개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현재 WTO 개혁 논의에서 검토되는 주요 쟁점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분쟁해결절차의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
다. 현재 협상이 전개되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 틀에서 분쟁해결절차
개선 논의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1. DSU 개정 문제 조망을 위한 전반적 골격
먼저 현시점에서 DSU 개정 문제 조망을 위한 기본 틀로 WTO 개혁 관련 주
요 과제를 살펴보고, 이들이 분쟁해결절차 전반에 대하여 갖는 함의를 살펴보
고자 한다. 현재 제기되는 ‘개혁’ 문제는 WTO 제도의 개선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시각과 입장을 반영한 현 제도의 ‘변경’ 측면
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서술한 바 있다.

가. WTO 개혁 관련 주요 과제
1) Rulemaking 방식 변경과 새로운 규범의 도입
EU는 현재의 WTO Rulemaking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결정 방식을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규범도입을 보장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타당하며 이러한 변경은 우리나라
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다자간 협정·복수국간 협정 동시 추진
캐나다는 다양한 현안들을 검토하여 그중 어떠한 것은 다자간 협정으로, 어
떠한 것은 복수국간 협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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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간 복수국 간 협정 추진 문제에 대한
논쟁과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차제에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복수국 간 협정 논의를 양성화하자는 것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러한 제안은 적극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
리나라는 다자간 협정과 복수국 간 협정에 각각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온바, 차
제에 WTO 차원에서 양자를 적절히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슈별 교통정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도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복수국 간 협정 문제가 WTO 차원의 다자간 협정 문제와 하나의 맥락
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통상절차법 적용이나 국내제도 개선 문제 등에 있어서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우리 국내 제도적으로도 합
리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나) 보조금 협정 개정
EU는 각 회원국이 유지하거나 운용하는 보조금 조치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통보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EU의 의도는 보조금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데이터가 공유되는 것이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왜곡효과를 차단 및 저감
하는 첩경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특히 앞으로 적절하게 통보되지
않은 정부지원조치는 그 자체로 보조금 협정 위반의 보조금 조치로 ‘의제’하도
록 하자는 획기적인 제안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조금 조치 통보에 대하여 EU 등 여러 국가들이 불만을 제기하
고 있고,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의 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안은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보조금 분쟁이 우리나라의 WTO 분쟁과 무역구제조치의 핵심
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보조금 규범 강화는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제도 개선은 현재 가장 중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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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중국 보조금 문제를 제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환경도
동시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 입장에서
는 일단 이러한 규범 강화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정당한 정부정책(가령 환경
개선정책)이 보조금 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동시에 도입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다) SOE에 대한 규범 도입
한편 EU 제안서는 국영기업(SOE: State-Owned Enterprise)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SOE는 시장왜곡적 거래행
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SOE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의 도입은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며 EU 제안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범의 도입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
상된다. 우리나라의 여러 공기업이나 정부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서 규정하는
SOE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단 이러한 방향으
로의 진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되돌릴 수 없으나 일단 단계적으로 이
규범이 도입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긴요하다. 우리 국내법령과 제도 중
SOE 규범의 도입으로 인하여 제·개정되어야 하는 분야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
다. 우리 입장에서는 SOE 규범은 그간 국제통상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규범으로 아직 그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영역임을 강조하고,
향후 WTO 차원에서 새로운 규범 도입 과정 중 지나치게 광범위한 SOE 정의
조항이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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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비스·투자 분야 차별적 대우 규율 규범 도입
EU 제안서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의 다양한 차별적 조치와 시장왜곡적 조
치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
고 있다. 선진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서비스와 투자영역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협정이 이들 분야에서 자세
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EU가 이러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시
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 목도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
에 대한 새로운 규범 도입은 일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역시 이
러한 조치들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가령 중국에서의 THAAD 관련
보복조치), 차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범이 도입되는 것이 우리 이해관계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문제는 대부분 투자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으로 WTO에서 별도로
이에 대하여 얼마나 논의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투자문제를 다루기 위한 WTO 차원의 논
의가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개도국 특혜 제도 개선
EU 제안서는 개도국에 특혜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가령 개도국이라는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범위의 국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동시에 개도국으로 간주하고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현 WTO 체제에서 핵심적
인 교역국이면서 개도국 지위를 활용하여 다양한 특혜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더 이상 지속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제안서 역시 개도국 특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
부 개도국들의 경우 그 국력과 통상분야에서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선별적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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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원칙론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이러한
입장은 특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WTO 협정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
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경은 적극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통해 국제교역에서 비대칭
적인 특혜를 받아온 것에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직간
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찬
성하는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와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이러한 새로운 원칙이 적용될 경우 우리의 교역환경은 상
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문제는 그간 중국이 가장 강력히 반
대하여 오는 이슈로 이번에 이러한 반대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가 우려되고, 오
히려 회원국 간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경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으므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의 족쇄가 없는 상황이
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해볼 여건이 되었다.

3) 모니터링 제도의 강화
가) WTO 제반 위원회를 통한 통보·논의제도 활성화 및 효율화
EU는 WTO 여러 위원회를 통한 회원국 정부의 다양한 조치와 법령을 통보
하고 논의하는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간의 통보제도
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데이터 축적에만 그쳐 이를 통한 의미 있는 논의가 불
가능하였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회원국 정
부 조치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통보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책임 있는
정리와 평가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원국들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틀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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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역시 WTO 차원에서 회원국의 제반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강
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모니터링 제도가 무의미하거나 무용하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러 회원국이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WTO 회원국 간 의미 있는 실질적 논의가 가
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3자를
통한 중개 내지 조정 방식도 모색하여 분쟁을 해결해보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EU의 문제의식에는 적극 동의할 수 있다. 그간 제
반 위원회를 통한 의미 있는 논의가 부재하여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분쟁
해결절차로 회부된 사안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제도 개선은 우리에
게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제도 개
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자료 제공 등의 의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어려움이 있
기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TPRM의 활성화
한편 EU는 현재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역시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의 TPRM은 대상 회
원국의 정보 취합과 축적에 국한되고, 실질적인 평가는 거의 부재하고 있다. 정
보제공 및 취합과 관련하여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공되
어 그 원래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최근 각국에
대하여 WTO가 작성한 TPRM 보고서는 기존에 작성된 보고서와 거의 대동소
이하여 과연 이러한 작업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
가도 단지 이 절차를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의
미 있는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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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TPRM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적극 찬성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그간 우리나라도 TPRM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여
온 바 있어, 차제에 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관심과 질문도 적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TPRM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나. WTO 개혁 과제로 분쟁해결절차 재조명
미국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항소기구 위원의 임명
에 반대하고 있어 항소기구가 2019년 12월 11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비상태
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여러 회원국들이 노력하였으
나87) 결국 그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미국이 항소기구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며 항소기구 기능 마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자, EU 및 캐나다는 각각 ① 규칙 및 규칙제정(rules and
rulemaking) ② 분쟁해결절차(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③ WTO의
모니터링 역할(the WTO monitoring function) 세 주제에 대한 전향적인 제
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2월 WTO 일반 이사회에 두 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다.88)
첫 번째 제안서(WT/GC/W/752)는 5가지 주요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임
기가 종료되어 나가는 항소기구 위원들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전환 절차를 둘 것, 둘째 분쟁 당사국의 합의가 있을 경
우 상소 절차에 90일 연장 기간을 허용할 것, 셋째 항소기구의 국내법적 검토
87) Dispute Settlement Body, Appellate Body Appointments, WT/DSB/W/609/Rev.4(May 28, 2018).
88) Communication from the EU, China, and India and Montenegro to the General Council, WT/GC/W/753;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China, Canada, India, Norway, New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Republic of Korea, Iceland, Singapore, Mexico, Costa Rica and Montenegro
to the General Council, WT/GC/W/752(Nov.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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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한할 것, 넷째 분쟁 해결에 필요(necessary)한 내용만 항소기구가 검토할
것, 다섯째 WTO 회원국과 항소기구 간 연간 회의를 열어 양자 간 소통을 증진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안은 항소기구의 ‘지나친 확장(overreaching)’ 해석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해주지 못하며, ‘건설적 모호성(constructive
ambiguity)’이라 불리는 경우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89) 따
라서 미국이 이러한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매우 낮아 보였다.90) 항
소기구 심리 범위의 지나친 확장을 제외하면 첫 제안서가 WTO DSB에 대해
미국이 가지는 불만을 여러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은 DSU
수정보다 항소기구가 현행 DSU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91) 미
국 입장에 따르면 DSU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항소기구가 무시하는 것이
현 DSB의 가장 큰 문제이므로 DSU 수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제안서(WT/GC/W/753)는 첫 번째 제안보다 범위가 좁으며, 미국
의 우려를 해소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92) 이 제안서는 항소기구 위원
의 독립성, 효율적인 상소절차, 항소기구 위원의 임기 종료 후 전환기 관련 규
정, 항소기구 위원 선정 과정 등 절차 및 제도적 이슈를 다루지만, 이에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93) 미국은 두 번째 제안서가
항소기구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
가하지만, 임기를 재임 가능한 4년에서 재임 불가능한 6년 또는 8년으로 변경
하고 임기가 종료된 항소기구 위원이 임기 이후에도 최대 2년까지 사건을 심리
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94) 항소기구의 임기가
길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항소기구 위원을 바꾸기가 어려워질 수

89)
90)
91)
92)
93)
94)

Tetyana
Terence
Ibid.
Tetyana
Terence
Tetyana

Payosova et al.(2018), supra note 63.
Stewart(2018), http://www.stewartlaw.com/Article/ViewArticle/1145(검색일: 2019. 10. 31).
Payosova et al.(2018), supra note 63.
Stewart(2018), supra note 91.
Payosova et al.(2018), supra not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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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11일 EU 제안
에 대하여 이러한 제안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
부하였다. 특히 미국이 희망하는 항소기구 개혁 방안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
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간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DSU 개정 협상이 최근 WTO 개혁 과제
중 하나와 맞물리면서 빠른 물살을 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미국의 WTO 분쟁해결절차 변경에 대한 요구가 워낙 강하고, 다른 주요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과 DSU 관련 조항
을 차제에 몇 가지만이라도 개정하여 두는 것이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존의 WTO DSU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바꾸어나가자는 것이 1998년 이후 2016년까지의 DSU 개정
협상의 기본방향이었다면 지금 진행되는 논의는 설사 법리적·제도적인 측면에
서 후퇴를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주요국의 이해관계에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맞출 수 있는 접합점을 찾는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는 1995년 출범 이래 WTO DSU가 가장 강조하여 온
법의 지배(Rule of Law)원칙이 퇴색하고, 패널 및 항소기구의 권한을 축소하
며, 분쟁 당사국의 주도권을 보다 강화하고 나아가 미국 등 핵심 국가의 이해관
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로 변경하여가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논의되어온 여러 DSU 개정 사항에
관한 논의(특히 12개 주요 항목에 대한 논의)는 그 논의의 당부당을 떠나 현시
점에서는 관련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신 현재 미국, 캐나다,
EU, 호주, 중국, 한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DSU 개정이 논의되는 전체적인 기본 틀 또한 WTO 개혁이라
는 점도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WTO 개혁이라는 화두 속에서 여러 세부적
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DSU 개정 문제 역시 이 우산 속에서 진행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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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요컨대 지난 25년간 운영되어온 WTO 체제가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하
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 WTO 개혁이므로 기존 제도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전의 방향과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
아야 한다.
WTO 개혁이라는 논의하에 그간의 WTO의 중요한 성과를 부인하는 듯한
입장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분명 내포하고 있으나 동시에 일단 그간의
WTO 운영이 여러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부분도 상당한 공감대
를 얻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제기되는 WTO 개혁 그리고 DSU 개정
문제를 단지 미국의 일방주의적 요구 내지 보호무역적 주장의 발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간 여러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WTO 체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는 것이
보다 중요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DSU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반드시 완벽
한 DSU를 도입하고 물 샐 틈없는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 단점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여러 국가
의 전반적인 지지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세팅하느냐의 관점에
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개혁이라
는 큰 틀 아래 DSU 개정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

2.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가. 항소기구 권한 축소 방안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항소기구의 권한을 지
금에 비하여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다. 항소기구가 지금까지 WTO 법리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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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이제 그 권한을 축소하고 대신 그 권
한을 하급심인 패널, 분쟁 당사국, 164개국 회원국으로 돌리겠다는 제안이다.
특히 미국이 이 입장에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제 중 하나다.95) 미국이 항소기구에 대한 불만을 표
출한 것은 오래된 일이나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2016년 항소기구 위원 재선
임과 관련한 절차에서부터였다. 처음에는 여러 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부당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이제는 EU,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등 상당수 국가가 그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96)
지금 정리되고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항소기구
판정에 대하여 매년 분쟁해결기구 또는 일반 이사회에서 평가하고 회원국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제안이다.97) 이러한 연례 회의는 일종의 쌍
방소통 내지 투명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원칙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결국 항소기
구(특히 개별 항소기구 위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
다. 이에 따라 특히 일부 항소기구 위원은 이러한 평가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특정국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판정을 모색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기되는 방안은 항소기구가 법리적인 문제만 다루고 사실 문
제에 대한 심리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이다. 물론 이미 현재 DSU
하에서도 항소기구는 사실 문제에 대한 판단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95) U.S. Statements at the January 28, 2019, Appellate Body Appointments: Proposal by Various
Members in DSB Meeting, WT/DSB/W/609/Rev.7. at 14.
96)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China, Canada, India, Norway, New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Republic of Korea, Iceland, Singapore, Mexico, to the General Council, WT/GC/W752
(Dec, 12-13, 2018) (본 보고서 [별첨3] 참고): “We are deeply concerned that the enduring absence
of consensus in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to fill the vacancies on the Appellate
Body risks undermining the viabilit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At the same
time, we acknowledge that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functioning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are ready to work on solutions, while preserving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system and of its Appellate Body.”
97) Ibid.: “It is proposed that annual meetings are held between the Appellate Body and WTO
Members (in the DSB) where Members could express their views in a manner unrelated to the
adoption of particular reports (as laid down currently in Article 17.14 of the 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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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8) 사실 이 조항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어 그간 철저히 집행되지 않았고 항소
기구는 여러 명목과 논거로 사실심을 사실상 진행하여온 것이 현실이다. 그리
고 항소기구의 이러한 사실심리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
다. 그런데 이제 이를 더욱 명확하게 금지함으로써 항소기구가 사실문제를 다
루는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자는 아이디어로 앞으로 항소기구 권한에 결정적인
축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대부분의 통상분쟁은 법리문제와 사실문제를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상당수의 분쟁과 쟁점에 대
하여 항소기구가 관여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역시 이와 관련하여 제안되는 내용은 항소기구의 국내법령 판단을 금지하자
는 제안이다.99) 이 제안 역시 항소기구 권한 축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
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통상분쟁은 국내법령과 관련되어 있으며(가령 한일 수
출규제 분쟁도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법령과 관련된 사항), 만약 항소기구
가 이 문제를 검토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분쟁 항목 자체가 심리대상에서 사라
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은 국내법령은 국제법상 사실관계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제법원은 사실문제로 취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사실심사를
하지 못하는 항소기구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설명은
국제법의 관련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이
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이 문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강한 요구를 제시하
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은 항소기구 심리 기한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다.100) 지금
98) DSU 제17.6조 참조.
99) European Union(2018): “It could be clarified that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do not include the meaning of the municipal
measures (even though they do and should include their legal characterisation under the WTO
law). To that end, a footnote could be added to Article 17.6 of the DSU “For greater certainty
[…]”.
100)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Jun. 22,
2018) at 9-21; Giovanna Adinolfi, Procedural Rules in WTO Dispute Settlement in the Face of
the Crisis of the Appellate Body, QIL 61(2019), at 9-58; EU는 다음과 같이 DSU 제17.5조를 수정
할 것을 제안함: “In no case shall the proceedings exceed 90 day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즉, 기한 연장성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투명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다. Ibid.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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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구는 늘어나는 사건으로 인하여 90일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를 초
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자는 방
안이다. 그 경우 심리의 폭과 깊이가 대폭 얕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퇴임 항소기구 위원의 사건 관여 금지도 역시 검토되고 있다.101)
지금 항소기구 위원들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시점까지 본인이 담당하던 사
건은 퇴임 후에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다른 현실적
인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를 바꾸어 항소기구 위원은 퇴임
후 어떠한 사건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 퇴임 시점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건은
배당하지도 말자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항소기구 위
원이 상당한 숫자의 분쟁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항소기구 판정에 대한 분쟁 당사국 의견 개진 절차의 구체화 방안도 역시 검
토되고 있다.102) 항소기구 보고서의 최종 회람 이전에 분쟁 당사국에 먼저 제
시하고 분쟁 당사국이 이를 검토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배제를 요구하거나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를 최종 판정문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
고 있다. 항소기구가 불필요한 논의나 결정을 제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움
직임이다.

101) Ibid. supra note 101, at 10-14; Giovanna Adinolfi(2019), supra note 101; “And for more than a
year, the United States has been calling for WTO Members to correct the situation where the
Appellate Body acts as if it has the power to permit exAppellate Body members to continue
to decide appeals even after their term of office – as set by the WTO Members – has
expired. This so-called “Rule 15” is, on its face, another example of the Appellate Body’s
disregard for the WTO’s rules.” U.S. Statements at the January 28, 2019, supra note 96, at
14 참고.
102) World Trade Organization,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Coly Seck,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TN/DS/31(Jun. 17, 2019) at 70: “2.180. The proposals on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which were put forward by two coproponents, seek to amend
the DSU to provide Members with greater flexibility and control over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and their outcomes. These proposals comprise the following components: a
proposal for a revised provision on the suspension of panel proceedings; a proposal for partial
deletion of the content of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upon agreement of the parties; a
proposal for partial adoption of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by consensus of the DSB
(which consists of both proposed DSU amendments and a proposed DSB decision); a proposal
for suspension of Appellate Body proceedings upon request of the parties; a proposal for an
interim review stage on appeal; and a proposal for mutually agreed solutions to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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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널 권한 확대 방안
지금 정리되고 있는 방안은 동시에 패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항소기구의 권한을 줄이고 대신 당사국이 임명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패널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103) 물론 이러한 권한 강화는 패널이
회원국이나 분쟁 당사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강화하자는
것은 아니며, 패널 역시 회원국이나 분쟁 당사국의 전반적인 통제하에 위치하
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이며, 단지 항소기구와 비교하여 지금보다
그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상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패널절차에서도 당사
국의 권한 강화는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2) 항소기구 및 패널 판정의 법적 의미 제한 방안
항소기구와 패널의 법리 형성 기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겠다는 취지의 제안
이다.104) 즉 패널과 항소기구 판정은 오로지 해당 사건의 해결방안만을 제시하
는 일회적 성격의 결정문이고 이로부터 법리 등을 도출하여 다른 유사 사건에
적용하는 기능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논거로 국제법원은 기본적으
로 선례구속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ICJ 규정 제59조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는 해당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105) 안정적인 법치주의
103) 예컨대 미국은 패널 보고서의 일부만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Paragraph 7 of
Article 12 is amended by inserting after the second sentence the following new sentence:
"The panel shall not include in the final panel report any finding, or basic rationale behind a
finding, that the parties have agreed is not to be included." Further Contribution of the United
States on Improving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in WTO Dispute Settlement,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Negotiations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N/DS/W/82(Oct. 24, 2005) 참고.
104) Inside US Trade, U.S.: WTO AB rulings should not be considered precedent(Dec. 25, 2018), at
8; Tsuyoshi Kawase et al, Reforming the WTO AB: Short-term and Mid-term Options for DSU
Reform, and Alternative Approaches in a Worst Case Scenario(2019), https://www.rieti.go.jp/
en/projects/t20japan/tf8/pb3.html(검색일: 2019. 10. 31), at 10.
105) 사실 국제법원은 선례구속의 원칙을 부인한다. Hersch Lauterpacht(1931);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Prosecutor v. Aleksovski, Judgment of 24 March 2000, Case No.
IT-95-14/1-A, para. 113. 그러나 이 원칙과 국제법원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자신이 내린
판결과 결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현재 미국의 입
장은 이 양자를 의도적이든 아니든 혼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 항소기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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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을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판결이 필수적이다.106)
선례구속 원칙을 강력하게 부인하려는 것은 일종의 국제법원으로서 가장 중
요한 법리 형성 기능을 배제하고 단지 해당 분쟁만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일
종의 중재절차로 성격을 격하시키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WTO의 분쟁
해결기구는 새로운 법리 형성 기능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07) 사실
항소기구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분쟁해결절차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온다.108) 항소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최근 분쟁에서
한 항소기구 위원의 다음 언급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nterpretation is

an

endeavour

to

discern order,

notwithstanding these infirmities, without adding to or
diminish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here are arguments of substance made on both sides; but
one issue is unavoidable. In matters of adjudication, there
must be an end to every great debate… The Appellate Body
exist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covered agreements. On
the question of zeroing it has spoken definitively. Its

있다: “We consider the meaning of “[t]he function of panels”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1
is informed by the general provisions contained in Article 3 of the DSU, which sets ou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rticle 3.2 provides that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is a central element in providing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t serves “to preser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and to clarify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ose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Final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from Mexico,
WT/DS344/AB/R(Apr. 30, 2008), at para. 157(emphasis in original) 참고.
106) Petros Mavroidis, Licence to Adjudicate: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Work of the WTO Appellate
Body So Far in Hartigan, note 82, at 81 cited by Sean Murphy,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States,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Adjudication(2013),
edited by Cesare Romano et al. Oxford University Press, at 198-199.
107) USTR 2018 Trade Policy Agenda at 28: “WTO Members established one and only one means
for adopting binding interpretations of the obligations that they agreed to: Article IX: 2 of the
WTO Agreement.”; Stewart(2018), supra note 91.
108) Filippo Fontanelli et al.(2016), at 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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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s have been adopted by the DSB…[In case of
contradictory

jurisprudence]…one

must

prevail.

The

Appellate Body has decided the matter. At a point in every
debate, there comes a time when it is more important for
the system of dispute resolution to have a definitive
outcome, than further to pick over the entrails of battles
past. With respect to zeroing, that time has come.109)

나. 분쟁 당사국의 통제 권한 강화 방안
무엇보다 패널 및 항소기구 절차를 불문하고 분쟁 당사국의 해당 분쟁에 대
한 통제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이다.110) 특히 패널 판정 및 항소기구
판정에 대한 당사국의 검토절차를 현실화하여 이들의 문제 제기와 반영을 가능
하도록 하고, 특히 양국이 합의하여 일정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반영하여 패널이나 항소기구 보고서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패널 및 항소기구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분쟁 당사국의 통제 권한이 강화되는 대신 패널 및 항소기구의 독립성은 크
게 약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1) 국내법령에 대한 평가 권한 제한 방안
그 다음으로 제기되는 방안은 국내법령에 대한 검토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다.111) 먼저 항소기구는 사실 문제인 국내법령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하고,
109)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Continued Existence and Application of Zeroing Methodology,
WT/DS350/AB/R(Feb. 4, 2009), at paras. 305-312.
110) Further Contribution of the United States on Improving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in WTO
Dispute Settlement,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2005), supra note 104 and its first
addendum; Giovanna Adinolfi(2019). supra note 101, at 39-58 참고.
111)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China, Canada, India, Norway, New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Republic of Korea, Iceland, Singapore and Mexico to the Gener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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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패널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피제소국 국내법령에 대하여 해당국
(피제소국)의 입장을 결정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국내법령에 대한 패널 및 항소기구의 일방적인 해석이 제한될 것이다. 이 경
우 패널 및 항소기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견된다.

2) 무역구제 판정부의 독립구성
무역구제 관련 특별 항소기구 설립 내지 운용 방안에 대한 Jennifer Hillman
의 제안은 우리나라도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112) 그간 WTO 분쟁
에서 ① 무역구제 관련 분쟁의 추이 ② 무역구제 분쟁과 다른 통상분쟁 간의 관
계 ③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 유리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이 제안
을 살펴볼 수 있다.
무역구제 제도만을 별도로 다루는 항소절차 도입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WTO 협정을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도움
이 되고, 무역구제 조치에 빈번히 회부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 보호에
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무역구제 분쟁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기술
적인 부분이 강하여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며, 모든 WTO 분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항소기구 위원 중 이러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사를
찾기 어려운바, 일부에서는 오히려 패널위원들이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만 특화된 전문가들로 항소기구를 구성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GATT 협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협정은 아주 심도 있는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

supra note 89; Tsuyoshi Kawase et al.(2019), supra note 105 Ibid.
112) Jennifer Hillman(2018), https://www.law.georgetown.edu/wp-content/uploads/2018/12/HillmanGood-Bad-Ugly-Fix-to-WTO-AB.pdf(검색일: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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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늘 접하는 반덤핑 조사의 세부적인 쟁점들은 이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
은 사람들이라면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 분쟁에서 양측이 왜 이
쟁점에 대하여 다툼을 벌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무역구제 관련
분쟁에서 항소기구 위원들이 조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
는 상황도 없지 않은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별도
항소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일단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무역구제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는 다른 통상분쟁들과 달리
구별된다. 무역구제 조치는 일단 각국 조사당국이 내린 판정을 사후적으로 한
번 검증하는 측면이 강하고, 별도의 심리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동시에 조사당
국 국내 법원 절차에 회부되는 빈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부속협정의
판단 사례를 갖고 무역구제 분쟁에 대하여 유추 적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
하다. WTO 사무국이 ‘Rules Division’을 따로 두고 있는 이유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무역구제 분쟁 전용항소심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별도 방안으로 심리가 이루어진 항소
심 판정은 그 외관에 있어 보다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러한 특별 재판부 도입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로 항소기구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 이들이 무역구제 분쟁
만을 다룬다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 입
장에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항상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판정이 아니라 WTO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협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하여 앞으로
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판정이다. 협정문을 책과 논문으로 공부한 것이 아닌
실제 조사현장에서의 현실을 아는 항소기구 위원들에 의해 항소기구가 운용된
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Jennifer Hillman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미국도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나 우려
되는 것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미국이 자신이 원하는 판정을 내릴 전문가

제3장 WTO 개혁 맥락 DSU 개정 검토 항목 • 81

를 강제로 항소기구 위원으로 추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만 적절히 통제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미국이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고사 직전에 그대로 남아 있
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 임시 항소제도 도입 방안
1) EU 제안 내용
현재 WTO 항소기구 운영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급기야 2019년 12월
11일부터 항소기구 위원은 1인만 남게 되어 향후 항소심 진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EU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DSU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분쟁당사자 간 중재(arbitration) 절차를 가동하여
항소심을 대신 운영하자는 대안을 제시한다.113) 이 아이디어는 현재 교착상태
에 빠진 항소기구를 대신할 수 있는 항소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일부 무리가 되거나 또는 다소 비합리적인 내용이 포함
되더라도 일단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 제안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제안에는 여러 법적인 문제점과 제도적인 함의가 있어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우

113)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 – Agreed Procedures for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DSU in the Dispute, JOB/DSB/1/Add11(May 16, 2019): “l. [WTO Member] and the European
Union indicate their intention to resort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DSU as an interim
appeal arbitration procedure(hereafter the "interim appeal arbitration procedure"), in the event
that the Appellate Body is not able to hear appeals from panel cases in [DS X, DS Y and] any
future dispute between [WTO Member] and the European Union due to an insufficient number
of its members. In such cases [WTO Member] and the European Union will not pursue appeals
under Articles 16.4 and 17 of the DSU.”; Giovanna Adinolfi(2019), supra note 101, at 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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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DSU 제25조는 다음과 같다.

Article 25: Arbitration
1. Expeditious arbitration within the WTO as an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settlement can facilitate the solution
of certain disputes that concern issues that are clearly
defined by both parties.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Understanding,
resort to arbitration shall be subject to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which shall agree on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Agreements to resort to arbitration shall
be notified to all Members sufficiently in advance of
the actual commencement of the arbitration process.
3. Other Members may become party to an arbitration
proceeding only upon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which have agreed to have recourse to arbitration.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 shall agree to abide by
the arbitration award.

Arbitration awards shall be

notified to the DSB and the Council or Committee of
any relevant agreement where any Member may raise
any point relating thereto.
4. Articles 21 and 22 of this Understanding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rbitration awards.

EU는 ‘DSU 제25조에 따른 잠정적인 항소 중재(Interim Appeal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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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름 정책적 타당성과 법리적 기초가 있는 제안으로 이를 토대로 관심 있는
회원국 간(가령 오타와 그룹 내) 논의를 진전해 나간다면 적절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EU 제안을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으로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쟁점들을 한번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주요 쟁점
EU 제안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하여는 동감하더라도 이에는 여러 세부적인
고려 사항들이 잠재하고 있기에,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함의를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자칫 새로운 시도가 오히려 법적
인 분쟁을 촉발하거나 현재의 WTO 분쟁해결기구 위상을 더욱 약화시키는 가
능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일종의 ‘양날의 칼’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
문이다.

가) 법적 측면
EU의 새로운 제도는 일단 항소기구가 마비되는 2019년 12월 11일 이후 곧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DSU에 명문으로 규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우회적
인 방식으로 항소제도를 운용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도 아울러
초래한다.
물론 법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하더라도 일단 항소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반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것이
단순한 일반 부속협정문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분쟁해결절차의 핵심을 이루는
항소기구 절차와 관련한 조항의 해석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만약 법
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추후 해당 항소기구 판정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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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는 장기적으로 상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문서의 성격 – ‘양자 간 합의’로 DSU 핵심조항들을 대체할 수 있는가?
현재 EU 제안서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점은 EU가 제안하는 합의문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다. 일단 EU는 이 문서를 EU와 상대방 당사자인 WTO
회원국 간 체결하는 양자 간 합의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문서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요컨대 지금 WTO 항소기구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조만간 작동이 중단될 상황이므로 이 경우 분쟁당사국인 양국이 이 합
의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양자 간 합의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WTO 회
원국인 양국이 사실상 DSU를 대체하는 합의를 채택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EU는 DSU 제25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상호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며, 지금 제안서의 본질
즉 중재절차를 통해 ‘사실상’ 준항소제도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허
용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U 제안 문서 곳곳에 WTO 사무국
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자료교환을 진행하면서 중재절차를 진행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결국 이는 중재절차가 아니라 준항소기구 내지
준항소절차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도 다분하다.
자칫 이러한 제안은 DSU의 항소제도 관련 여러 조항(제16조, 17조 등)을 사
실상 우회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되어 그 자체로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
을 촉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패널보고서 및 항소기구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독
자적인 권한을 가진 분쟁해결기구도 우회된다는 측면에서 WTO 설립협정 및
DSU의 DSB 관련 규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잠정 제도 도입에 대하여 미국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을 가능
성이 크므로, 미국이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경우 이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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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법
적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 전체의 전반적인 공
감대 형성이 필요하리라 본다. 가령 최소한 DSB 내에서 이러한 방식의 해법을
추구하기로 한다는 전반적이고 간략한 확인은 필요하리라 본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도 가능하다. 양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패널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패널 판정에 불만을 품은 일방 분쟁 당사자
가 그 시점에서 양자합의를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서는 양자 합의를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그 합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가 있는
지 침묵하고 있다. 또한 모든 양자합의는 일방 당사자의 결정으로 파기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에서 패소 당사자가 합의 번복
을 시도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EU 제안은 큰 실
익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제안서에 포함된 합의문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제안서에 포함
된 중재가 실제 중재가 아니라 중재의 외피를 가진 항소절차 운영이라면 양 당
사국이 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가 있을 수 있다. DSU 제25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패널의 권한 침해 – 패널의 심리·판정권한에 대한 침해 문제는 없는가?
그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패널이 이러한 합의에 항상 동의할 것이라는
전제가 가능한지다. 현재 EU 제안은 양 분쟁 당사국이 합의만 하면 모든 문제
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한 구체적인 분쟁을 담당하
는 3인의 패널이 과연 이러한 합의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일단 수용하였다
가 추후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지, 패널이 달리 판단할 근거가 잠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당사국들
이 설사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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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 만약 당사자의 합의로 패널에 대하여 이러한 선택을 강제할 수 있다
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패널의 심리권한에 대한 DSU 제11조에 대한 위반 문제
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패널 심리를 중단시키는 부분도 현 DSU 제12.12조에서 제소국이 선택
할 수 있는 옵션인바, 이를 어느 당사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
역시 문제다. 이러한 일방 당사자의 신청을 일종의 양 당사자 합의를 통한 신청
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패널이 이러한 간주를 그대로 수용
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 합의로 패널 심리기록과 관련 자료를 모두 중재판정
부에 이관하도록 요청하는 부분도114) 현 DSU하에서는 제14조와 18조의 기밀
(confidentiality)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양 당사자 합의로
패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WTO 패널 심리에서
자료의 공개는 자신의 서브미션을 공개하거나 패널 구두심리를 공개하는 것이
었을 뿐이며 ‘패널 심리기록’ 전체를 공개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이관하는 경
우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의가 이행 가능한지, 그리고 DSU 관련 조항
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 EU 제안에 따르면 이 항소 중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패널보고서는 채
택되지 않고 그 자체로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그 패널보고서의 내용이 중재판
정문(Arbitration Award)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되어 중재판정문의 효력을 통
해 집행되게 된다.115) 이와 같이 패널 판정문이 공식적으로 부재하게 되는 상
황에 대하여 그 심리를 위하여 1년 이상 노력을 기울인 패널리스트 3인이 과연
쉽사리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하여야 할 부분이다.
현 DSU 체제 아래에서는 항소기구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판정이 내려지더
라도, 패널 판정문은 일단 그 자체로는 그대로 채택되어(항소 판정에 따라 일부

114) EU 제안서 Annex, para. 7.
115) EU 제안서 Annex, paras.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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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되기는 하나) 그 나름의 존재의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3) 이행분쟁 문제 – 이행분쟁에도 새로운 항소 중재절차가 적용되는가?
현재 제안된 EU 제안서는 원심 분쟁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행분쟁에도
이 새로운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향후 이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현재 항소기구가 담당하는 모든 항소제도, 요컨대 원심분쟁 항
소심 및 이행분쟁 항소심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 DSU 제25조 4항은 제21조와 제22조가 제25조에 따른
중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제25조에 따른 중재
판정 역시 그 이행감시, 이행판단, 그리고 보복조치 단행 등에 대하여 DSU 제
21조와 제22조에 따라 진행됨을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제안된 EU 제안
서에 따라 제25조 중재가 이루어져도 이러한 방식으로 그 이행과 보복 문제가
검토될 것이다.
불분명한 부분은 이행 분쟁 발생 시 원심 패널로 돌아간 이후 이에 대한 항소
심을 다시 임시적인 항소 중재판정부가 담당하게 되는지, 아니면 사안별로 이
행 분쟁에 대한 항소 중재절차 적용은 다시 별도로 합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경우 원심 패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심 패널 판정문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사실 패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린
판정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그 문제가 다시 원심 패널로 돌아올 가능성도 봉쇄된
다. 이는 원심 패널의 심리에 관하여 규정한 DSU 제21.5조에 대한 저촉 문제
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결국 이행분쟁도 원심 패널 회부 없이 곧바로 동일한 항소
중재 판정부로 회부된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나 이에 대하여 현재 EU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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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 경우 패소국인 미이행국이 이 단계에서 이행
을 거부하고 이행분쟁 회부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당사국 합의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취지로) 결국 중재판정의 이행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전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제도적 측면
(1) 항소기구 재정비 노력에 대한 악영향 가능성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시도가 자칫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항소기구 재정비 노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다. 즉 이러한 방식으
로 양자적으로 원하는 국가들만 합의하여 항소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면 결국
현재의 항소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패널 중심의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항소
제도를 당사자 합의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패널절차 강화’, ‘항소심 절차 약화’를 모토로 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에 부합하
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법이 과연 전략적으로 현명한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선례 지위 형해화
기본적으로 중재는 해당 분쟁의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새로운 법리 형성이
나 제도적 통일성을 도모하지는 않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분쟁해결절차
(ISDS) 개선논의의 핵심 쟁점인 항소제도 도입도 바로 이러한 중재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시도다. 선례 구축의 효과가 없고 법적 안정성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ISDS 절차에서도 중재를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이 항소제도를 ‘중재’로 운영하는 방식은 결
국 현재 항소기구가 갖고 있는 법리 형성과 통일성 부분에서 상당한 후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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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출발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따를 경우 EU 제안서가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쟁
해결절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security and predictability)’을 확보할
수 있을지 기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 WTO 분쟁해결절차의 가장 큰 장점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상설의 항
소기구가 존재함으로써 가능하였으며 이를 중재로 대체할 경우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소기구 판정의 선례 구속성 원칙의 부인 역시 기본적
으로 지금 미국이 강력히 희망하는 부분과도 접점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
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3) 전직 항소기구 위원 활용의 문제점
현 상황에서 EU 제안서에서 전직 항소기구 위원을 중재 판정관으로 활용하
는 것은 일단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관건은 이들 중
어떠한 항소기구 위원을 선임하는지 문제일 것이다. 그간 항소기구를 거쳐간
여러 위원의 능력과 판단에 대하여 상당한 개인적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신망과 능력이 검증된 전직 항소기구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를
가급적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의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다. 이미 이들 중 일부는 민간영역
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여러 중재사
건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이 앞으로 담당하게 될 항소 중재 사건
과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차단 내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한 현실적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항소기구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바, 이미 엄격한 윤
리강령(code of ethics)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퇴임한 이후
에는 이를 토대로 다양한 외부활동을 진행하거나 개시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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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제 여러 전직 항소기구 위원들이 이러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이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먼저 필
요할 것으로 본다.

(4) 양자 합의 종료 이후 지속되는 항소 중재
현재 EU가 제안한 합의문은 교착상태에 빠진 항소기구 운영이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이 양자합의가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합의문 본문 제5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중재는 일단 종료 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합의문 본문 제5항). 그러나 이 경우 중재 판정부를 통해 도출된 결
론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중재 판정관의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정상화되어 작동되는
항소기구가 존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을 ‘임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는 외양으로 인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유사한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와 새롭게 작동하는 항소기구가
서로 다른 법리나 해설을 도출할 경우 장기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
성도 있다. 분쟁 당사자 역시 이행을 거부하기 위한 논리로 이러한 법리 충돌과
혼선을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임시 중
재 절차를 중단하고 오히려 그 논의 결과와 기록을 다시 재가동된 항소기구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유리하고 법리형성을 위하여도 합리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

(5) 패널 개시 이전 항소심 전제
현재 제기되는 또 다른 실무적 이슈로는 패널심이 개시되기도 이전에 먼저
상소심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현재 EU 제안서에 따르면 패널 설치일로부터 60
일 내에 중재절차에 합의하도록 예정하고 있다(합의문 본문 제4항). 패널심이 본
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항소절차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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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감이 없지 아니하다. 물론 항소를 위한 ‘제도’에 대한 합의이므로 반드시 항
소를 위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설 항소제도에서 항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과 분쟁 당사자가 처
음부터 항소를 전제로 한 패널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패널의 심리 집중도, 패널
판정의 퀄리티, WTO 사무국의 지원의 질 등 여러 면에서 지금과는 다른 역학
관계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합의문의 성격이 기본
적으로 양자 합의이므로 패소국이 패널 판정을 보고 그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
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분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종합적 평가 및 향후 논의 시사점
이러한 법적 쟁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이 제안은 일단 장점만큼이나 단
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오히려 항
소제도가 부재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과 혼란에 비해 보다 새로운 문제점과 혼
란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곧바로 적용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는 이미 분쟁해결절차로 회부되어 지금 심리가 진행 중인 분쟁도 있으며 앞으
로 새로이 분쟁해결절차로 회부될 분쟁도 있어 항소기구 대체 모델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은 현 단계에서 항소기구가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현재의 분쟁
해결절차를 그대로 운용하고 항소기구 위원 선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
력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 하
더라도 패널 판정은 그대로 남게 되며, 또한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하
더라도 그 결과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므로 이를 패소국이 악용하거나 정면
으로 무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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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소기구 마비의 실질적 파급효과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가능성
도 있으므로 일단 현 체제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인 선택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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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해결절차 개선 작업 향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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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이슈별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기준 WTO 회원국 164개국 중 10번째로 빈번하게
WTO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 주요 활용국 중 하나
다.116) 따라서 분쟁해결절차 변경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우리나라가 DSU 개정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DSU 개정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 특히 최근 한·미, 한·일 간 여러 통상분쟁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
황이며117) 이들 분쟁은 WTO 분쟁해결제도 이외에는 다른 분쟁해결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관망 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제도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DSU 개정 협상의 장기적 파급효과를 명심하고 우리 측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20년에 검토되는 DSU 개정협상은 기존의 DSU 개정 협상 내용과는
그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즉 1997년 이후 진행되어온
기존의 DSU 개정 협상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강화 (further
judicialization)’를 목표로 진행되어왔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빈틈을 메우
고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국내 법원의 위상에 버금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
간 개정협상의 목표였다. 그 결과 패널·항소기구의 권한 강화, 절차적 흠결의 보
완, 이행기제의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이 이 과정에서 논의되었다.118)
116) 본 보고서 [별첨 5] 참고.
117) 현재 계류 중인 한·일, 한·미 WTO 분쟁들은 다음과 같다: DS3: Korea — Measures Concerning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미국 제소, 협의 중); DS41: Korea — Measures
concerning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미국 제소, 협의 중); DS420: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Korea (패널 구성
중); DS539: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패널); DS545: United State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products(패널 구성 중); DS546: United State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large residential washers(패널); DS553: Korea — Sunset Review of
Anti-Dumping Duties on Stainless Steel Bars(일본 제소, 패널); DS571: Korea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일본 제소, 협의 중); DS590: Japan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Products and Technology to Korea(협의 중).
118) 2011년 의장 텍스트, supra note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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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개혁 맥락의 DSU 개정 움직임은 이와
전혀 다르다. 오히려 그 반대의 흐름이다. 즉 회원국의 권한 강화, 패널·항소기
구의 권한 약화, 심리 범위의 제한, 패널위원 및 항소기구 위원에 대한 제약 강
화 등이 주요 논의 항목인 것이다.119) 이러한 부분은 2016년 이후 줄기차게 제
기되고 있는 특정 회원국(미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흐름 자체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
들다는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협상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그간의 DSU 개정
협상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급격히 변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이처럼 바뀐 풍향계를 전제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여야 한다. 지난 20년간 진행된 기존의 DSU 개정 협상에서 수립
하였던 전략이나 목표는 지금 협상 맥락에서는 맞지 않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전략과 목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쟁점에 대하
여 우리 스스로의 제안이나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때로는 그러한
제안이나 대안이 현재의 분쟁해결제도에 비하여 제도적 내지 법리적으로는 다
소 후퇴하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전개되는 DSU 개정 협상
은 이러한 후퇴를 감수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
는 최소공배수를 확인하자는 것이므로 지금에 와서 법적 측면에서만 이를 바라
보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현실성을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할 시점이다. 새로운 변화를 인정하고 현실성을 담보한 우리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다른 나라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래야 향후 협상 과정에
서 우리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대응 방안은 현행 DSU의 제도
적 개선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나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국

119) 본 보고서 제1장 [4. DSU 개정 관련 최근 동향 반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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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타협안의 도출은 우리 국익에도 부합한다. 비록 제도적 개선
과 법리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울지라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항
소기구의 마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대한
(對韓) 수출제한 조치 제소 문제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120) WTO 분쟁해결제
도의 난맥상은 우리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모로
미흡하더라도 일단 분쟁해결제도가 작동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여 두는 것
이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틀 내에 무엇을 담을 것인
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틀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이 그러한 시점이다.
일단 이러한 새로운 협상 분위기와 우리나라의 목표를 확인한 이후 구체적
인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간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던 여
러 사안 중 이러한 새로운 분위기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항목들은 향
후 개정 협상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파기환
송 제도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가 관심을 갖고 도입에 적극
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패널 권한 강화 및 항소기구 권한 축소 문제와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그간 우리가 앞장서서 제기하여
온 만큼 차제에 새로운 분위기에 맞추어 일부 조정된 내용으로 보다 구체적으
로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WTO 패널 및 항소기구 심리 절차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소위 투명성
원칙은 그간 우리가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온 영역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도 입장을 전환하여 투명성 원칙을 적극 수용하
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120) 김성진(2019. 7. 4); 안준호(2019. 7. 17); 최혜령, 김준일(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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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공개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직
접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녹여내
어 투명성 제도를 현실성을 담보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제안을 제출해볼 수도
있다. 이 역시 여러 국가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
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2020년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될 새로운 방향의 DSU 개정 협상에 포
함될 제반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수립하여 향후 협상에 적극 참
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변경이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
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과정에
서 우리 입장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논리를 개발하여
야 한다. 이러한 방안과 논리는 반드시 법리적인 진보와 제도적인 발전을 의미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그리고 우리 국익
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새로운 협상 분위기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
으로 DSU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의 흐름대로
DSU가 개정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역시 검토하고자 한다.

1. WTO 개혁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
지금 국제교역체제는 WTO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자국중심주의와 보
호무역주의가 횡행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중 분쟁도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고 설사 타결되더라도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다시 추
가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여전한 등 불확실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121)
이러한 위기 상황이 이어짐과 동시에 현재 WTO 개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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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의 독단적 결정 및 자국중심적 주장이 현재의
WTO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국제교역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선진국·개도국을 망라하는 많
은 국가들이 공감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일단 ‘개혁(reform)’이라는 화두
에 많은 국가들이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들 여러 국가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개혁 패키지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122) 나아가 미국 등 일부 국가의 WTO 제도 변경을 위한 의지
도 상당히 강해 어떤 식으로든 대대적인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다른 주
요국들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현실론과 함께 차제에 WTO 체제
를 한번 바꾸어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요컨대 출발점은 미국의 몽니
에 가까운 일방통행식 주장이었으나 이제 대부분 국가가 최소한 제도 변경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단순히 미국의 나홀로 어젠
다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 어떤 식이든 머지않은 장래에
WTO 개혁이라는 화두 아래 현 체제가 상당한 변화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제
사회의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 11일 항
소기구 기능이 마비되며 국제사회의 비상 경고등이 켜지고, 개도국 자격 포기
선언 요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어
2020년 상반기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신속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121) Phillip Inman(2019); Shawn Donnan(2019).
122) G20 Osaka Leaders’ Declaration, http://www.g20.utoronto.ca/2019/2019-g20-osaka-leaders-d
eclaration.html(검색일: 2019. 11. 1), para.8: “We welcome the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
ade and Digital Economy in Tsukuba. We strive to realize a free, fair, non-discriminatory, tran
sparent, predictable and s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 and to keep our markets o
pe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re important engines of growth, productivity, innovati
on, job creation and development. We reaffirm our support for the necessary reform of the W
orld Trade Organization (WTO) to improve its functions. We will work constructively with other
WTO members, including in the lead up to the 12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We agree t
hat action is necessary regarding the functioning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consistent
with the rules as negotiated by WTO members. Furthermore, we recognize the complementar
y roles of bilateral and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that are WTO-consistent. We will work
to ensure a level playing field to foster an enabling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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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최소한 몇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마무리 수순으로 급격히 이어질
수 있다. DSU 개정 문제는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이다. 특히
MC 12가 2020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이들 핵
심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하여 주요국과 WTO는
최선을 다할 태세이다. DSU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예상외로 빨리 이루어
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계류 중인 분쟁도 있고, 앞으로 개시될 분쟁도 적지 않다. 이들 모두 새로운
DSU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인다. 그러므로 DSU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는 다른 이슈에 대한 것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타결 가능성
이 한결 높기 때문이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일단 다음과 같은 방식
의 기본 전략을 모색하여볼 수 있을 것이다.

가.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화 가능성
먼저 현 단계에서 논의되는 WTO 개혁 패키지가 마무리된다면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여러 복잡
한 현안들은 뒤로하고 여러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몇몇 영역에 국한된다 하
더라도 그 파장은 만만치 않다. 특히 그간 여러 통상이슈에서 경계선에 서 있던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는 심대할 것이다. 또한 현재 분위기상 새롭게 도출
될 타협안에 대해 국내적 이행에 충분한 시간이나 여유를 부여할 가능성은 희
박하다.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라도 단시일에 합의 내용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물론 그 뒤에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어떠한 합의든 미국은 신속하고 명확한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이
고 감시의 눈초리를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한 수출주도
형 국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 및 일본 같은 국가들의 이행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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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관심사일 것이나 이들에 대한 감시, 문제 제기, 제재는 쉽지 않다. 한국, 대
만, 인도,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이 아마 만만한 상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논의된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향후 통상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123) 지난 25년간 WTO 체제 내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으며 DDA 협상 과정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개도국 지
위 문제가 미국의 요구로 불과 수개월 만에 정리되었다. 한국, 브라질, 싱가포
르 등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직간접 압력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지
위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간의 핵심쟁점도 단시일 내
에 정리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타 쟁점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강력
한 요구와 신속한 수용에 따른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의 이러한
일련의 요구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목적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견제수단
과 직결되어 있는 여러 현안들은 특히 조기에 정리되어 새로운 규범으로 다가
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재 협상진행 상황을 보면 주요국 간 갑작스러운 합의를 통한 제도의
심대한 변화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우리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파장
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나
FTA 협상 결과의 이행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그간 우리가 다루어보지 못한 새
로운 이슈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국내적 파장에 대하여 철
저한 사전대비가 시급하다.
특히 산업보조금 규제의 강화, 국영기업 규제제도의 도입, 수산보조금 규범
의 도입, 농업보조금 규제의 강화, 전자상거래 규범 구체화 등은 현재 마무리가
용이한 협상 항목(low hanging fruits)으로 이해되고 있어 조기 타결이 유망
한 분야이다.124) 그런데 이들 사안은 모두 우리나라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123) Jane Chung and Joori Roh(2019).
124) World Trade Organization, “Doha Round: What Are They Negotiating?” https://www.wto.org/
english/tratop_e/dda_e/update_e.htm(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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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전 통상협정에서 다루어본 바도 없으며 우리
국내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사항들이다. 자칫 우리 국내적으로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심
대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타결과 신속한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 빠른 대응을 위한 준
비작업을 곧바로 시작하여야 한다. 국내제도 정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새로
운 규범에 대한 설명과 홍보작업도 어려운 과제이다. 2020년에는 우리 정부 내
부적으로 이 작업에 속도를 내야만 한다.

나. 대중국 견제 조치 도입에 대비
향후 도입이 검토되는 새로운 규범들은 표면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내지
제재라는 요소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규범들의 저변에는 그간
중국이 강점을 보여온 영역과 사업방식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깔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규범들의 도입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의 표
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틀에서 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결국 새로운 규범의 내용, 그러한 규범이 적용되는 방식, 그리고 이들 규범의
해석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간의 미·중 분쟁과 중국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면 나름 대략적인 모습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중
분쟁이라는 ‘거울’로 새로운 규범을 비추어보면 이 규범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대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규범의 도입과정에서 그 의미를 단지
조항에 기재된 내용만 파악하는 문리적 해석에만 머물지 말고 그러한 조항이
도입된 배경, 특히 중국과의 관련 성과 함의를 염두에 둔 ‘현실적’ 이해를 달성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약 해석에 사용되는 기법인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31조상 해석기준에만 의존해서는 정확한 그림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간의 통상협정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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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을 염두에 둔 새로운 규범은 도입 이후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 간
접적인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규범으로 도입된다는 의미는 일반화된
조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며, 이는 설령 핵심적인 규제대상이 ‘중국형’ 조치라
하더라도 그와 일견 유사한 측면을 보유하는 다른 나라의 조치에도 폭넓게 적
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와 제도도 그
블랙홀에 의도치 않게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나 지리적 측면에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중국에 대한 제재는 필연
적으로 그 파편이 우리에게도 튈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만
큼 노출 정도가 높지는 않으나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금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국영기업 규범은 중국 국영기업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나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공기업도 그 범위에 일부 포함
되게 되었다.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이다. 이를 규율하기 위한 규범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결국 한국, 일
본,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의 정부지원조치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대중국 견제조치가 일반화의 길을 걸으며 다른 국가에 파급효과를 초래하
는 상황을 주시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규범을 이해하고 그 규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치는 중국 정부의
특정 분야 조치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명확하
게 하는 것이다. 미국과 EU는 우리 정부의 조치를 중국의 조치와 유사한 시각
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한중 분업
체제를 이유로 우리를 대중국 견제의 울타리에 함께 포함시키는 움직임도 이러
한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왜곡된 것임을 철저하게 설명하여
야 한다. 중국 산업과의 협업 내지 분업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각에서 다시 살
펴야 한다. 이를 새로운 리스크로 이해하고 앞으로 관리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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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컨센서스 형성 영역 세부 논의 시 긍정적 기여
WTO 개혁 맥락에서 논의되는 여러 이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주요국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국제사회 전반의 반응도 반드시 이와 다르
지 않다. 또한 그러한 영역에서는 상당한 조문화 작업도 여러 경로로 진행되고 있
다. 정치적인 의지만 배가된다면 조속한 시일에 타결에 이를 사안들이다. 이와
같이 이미 구체적인 진전이 발생하여 더 이상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어려
운 영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반대하거나 수동적인 관망자의 입장만을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더
욱 진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여를 한번 모색하여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물론 그러한 진행 방향이 우리나라의 기본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공감대 형성과 상관없이 최종 타결 직전까지 우리로서는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
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활을 걸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일단 정지작업이 이루어지고 방향성이 확보된 영역에서는 그 토대 위에서 구체
적인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새로운 규범 도입 과정에서 우리 입장
을 반영한 구체적 조항을 1~2개라도 포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되는 수산보조금 규범 도입에서도 각국의 영세 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도입할지가 세부적인 쟁점 중 하나인바,125) 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도록 우리나라가 기여한다면 위상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익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항의 도입은 지금 협상의 전반
적인 흐름에 배치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방어수단을 제공하
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규범을 새로이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안보

125) World Trade Organization, Negotiations on Fisheries Subsidies, https://www.wto.org/english/
tratop_e/rulesneg_e/fish_e/fish_e.htm(검색일: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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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와 일반적 예외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가 아직 미완의 영역이다. 여기에
서 우리가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국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
성이 높다. 나아가 이 조항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필요
한 규제조치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서는 그러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은 더
욱 점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서 우리의 구체적 제안은 지금의 국제사
회의 흐름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산업과 기업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내용들을 담게 된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MC 12 결정 사항과 후속논의 사항 구분
국제교역체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중
요한 과제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협상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 이슈가 다양한 경로로 논의되고 있지만, 과연
이들을 모두 협상하여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것인지 이 중 일부만 살리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126) 모두를 주워 담으려 하다가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칫 2020년 상반기 소중한 시간 동안 집
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결국 시간 부족으
로 아무것도 합의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6월 MC 12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지
적하고 WTO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중요
한 항목 중 하나다. 요컨대 할 수 있는 일만 선별하여 여기에 국제사회의 역량
을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회원국들에 제기

126) World Trade Organization, Twelf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
minist_e/mc12_e/mc12_e.htm(검색일: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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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 상반기 논의 과정에서 먼저 개최가 임박한 MC 12
때 타결 또는 결정할 사항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끌어가야 할 사항
을 조속히 구별하여야 한다. 일단 이 구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다. 내용의 중요도는 일단 차치하고 조속히 타
협에 이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제안
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WTO 회원국들에 제시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보
인다. 일부 사항은 조기 타결 항목으로 확정하여 정리하고 여타 사항은 그 여세
를 몰아 MC 12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나가는 것으로 정리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안은 많은 국가가 공감할 가
능성이 높다. 미국, 중국, EU 등도 자국 이해관계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닌
지라 우리가 의지를 갖고 접근하면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감할
것이다.

마. 주요 FTA 가입 작업에 신중한 접근
WTO 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20년에는 주요 FTA에 대한 가
입 문제를 일단 뒤로 미루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
금 우리나라가 관심을 두고 있는 CPTPP 등 주요 Mega-FTA와 여타 양자
FTA 체결 및 개정 작업도 현 단계에서는 무리하여 추진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RCEP 체결 협상이 종결되었으나,127) 이 협정은
새로운 규범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현재 협상이 진행되거나 검토되는 여타 FTA는 앞으로 기존의 통상체제 및 규
범과 상당한 차이를 담은 규범을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새로운 규
범들의 내용이 지금 WTO 등 여러 포럼을 통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
127) 이승관(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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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이 규범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충분히 성숙하고 정리된 연후에
이를 토대로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안전한 선택
일 수도 있다. 자칫 이들 FTA를 체결한 이후 곧바로 새롭게 정비된 국제규범을
도입하기 위하여 상대국과 다시 개정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적지 않은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 개정 작업 맥락에서 검토되는 투자챕터 도입 문제이다. 그리
고 이와 연동되어 있는 EU 개별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개
정 문제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투자분쟁해결제도 개선 움직임의 윤
곽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FTA와 투자보장협정만 먼저 개정하였다가
는 추후 새로운 합의 내용에 따라 다시 이들 FTA와 투자보장협정을 재검토하
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시간을 두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관망
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지금 조기타결이 논의되는 사항들은 그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는지에
따라 기존의 FTA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
당수의 기존 FTA를 다시 개정하거나 점검하여야 할 필요성도 증가할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최소한 새로 체결하는 협정들은 이러한 최신 추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2020년 동안에는
새로운 FTA의 체결에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

바. 국내제도 변경 준비작업 개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현재 진행되는 WTO
개혁 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되더라도 조만간 우리 국내제도와 법령에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작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먼저 검토하여야 향후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 확인하기는 힘들겠으나 대략적인 방향은 어느 정도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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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러난바,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국내법령 정비작업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먼저 우리 국내법령 중 새로운 국제규범 내용과 저촉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 중 우리가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한
이후, 그 개정을 위한 계획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국내 이해관계그룹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흐름이 정하여졌다면 이에 맞추어 우리 국내법령의 기본 골격도 먼저
정비하여두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그러한 정비작업이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앞으로 어떻게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전반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하여야 한
다. 현재 검토되는 쟁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타협안이 도출되면 이를 신속히 국
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관련 3법이 대표적인 예다. 이 3법에 포함된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
털 교역 및 개인정보 관련 통상협정의 모든 내용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지만 일
단 기본적인 골격 자체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좇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추후 보
다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국내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하고 신속하
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다른 영역에서도 조기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

2. 분쟁해결절차 개선 작업 향후 대응 방안
위에서 살펴본 WTO 개혁 작업에 대한 큰 그림에 따라 2020년에 지속적으
로 전개될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작업에도 전략적으로 임해야 한다. 분쟁해
결절차와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하여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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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의 ‘제도 개선적’ 측면에서의 시각 불식
먼저 현 단계에서 분쟁해결절차 개선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
분은 DSU의 제도적 발전이나 흠결의 개선에 초점을 두던 그간의 협상 목표가
일단 지금은 추구되지 않고(또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다. DSU 개정 협상 전체를 바라보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협상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협상 목
표를 정확하게 이해한 연후에야 이를 토대로 여러 쟁점들을 이해하고 논의하며
나름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리 발전적’ 내지 ‘제도 개선
적’ 측면에서 DSU 개정 협상을 바라보던 우리 정부의 기본 시각에서 벗어나
(또는 최소한 당분간은 이를 유예하고) 현재 협상의 목표에 부합하는 시각에서
여러 쟁점들을 다시 조망하여야 한다. 요컨대 동일한 쟁점이더라도 기본목표가
수정되었으므로 차제에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적지가 달
라졌는데 옛날 지도를 갖고 계속 길을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쟁점의 핵심은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의견을 어
떻게 수용하여 일단 고사(枯死) 위기에 처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다시 가동
할 것인지 여부인바, 이에 부합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입장을 개진해
야 한다.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의 DSU
를 더욱 후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전제할 수밖에 없다. 법적 측
면에서는 안타까운 결과이다. 1995년 이래 축적되어온 25년의 성과를 허물게
된다는 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타협책이라도 찾지
않으면 자칫 다자교역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분쟁해결제도도 붕괴될 위기에 처
할 것이다. 그렇다면 후퇴되는 제도라 하더라도 마비되는 제도보다는 낫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차선책’ 내지 ‘차차선책’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제안의 법적 문제점, 기존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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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일탈, 사법절차의 독립성 확보 등과 같은 법리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서는 우리 입장의 당부당을 떠나 현재 협상 맥락과는 부합되지 않는 어색함을
노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올바른 이야기이나 현실성이 결여된 이상주의적
입장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간 WTO 체제의 모범국으로 활동해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접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 수용 가능 및 불가능 사항 구분을 위한 기준 제시
이러한 현실 인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진행하는 협상에서 중요
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바뀐 환경에서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사항과 수용
불가능한 사항을 구별할 수 있도록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토
대로 미국을 위시한 일부 국가의 요구가 양보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인지 그 구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년 항소기구 판정에 대하여 연말에 DSB와 항소기구 간 정례 협의회를 개최
하자는 주장은 어색하고, 항소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지만 수용
가능하다. 정례 협의회가 열리더라도 여러 회원국이 항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
하기 위한 신념이 확고하다면 일부 국가의 공격은 정치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판정의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협의회의 기여도도 나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항
목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더라도 다른 장점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조심스럽
게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항소기구가 국내법령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이는 기존의 국제법 원칙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
라 항소기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분쟁에서 핵
심 항목이 국내법령에 대한 평가인데 이를 배제하자는 것은 항소기구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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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해화시키자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제안은 분쟁해결절차의 도입
취지 자체를 몰각하는 주장으로 국제사회의 수용이 곤란하다고 할 수밖에 없
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분쟁해결절차 개선 과정에서 논의되는 항목별로 수용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적용되는 기준을 우
리가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협상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의 호의적 평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착상태를 극복하는
데 우리 나름의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적용될 기준으로는 대체로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 해당 제안 내용이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가?
나. 해당 제안 내용이 통상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가?
다. 해당 제안 내용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라. 해당 제안 내용이 명확한 최종 결정을 도출하는 것을 보장하는가?
마. 해당 제안 내용이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가?

대략 이와 같은 기준으로 향후 협상에서 제기되는 여러 제안들을 전반적으
로 필터링하여볼 것을 우리 측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제안을
제기함으로써 초래되는 부담을 피하고 대신 향후 협상이 그나마 의미 있는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다. 12개국 논의 그룹에 적극적 참여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소위 ‘오타와 그룹’ 12개국 논의에 참여하며 분쟁
해결절차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28) 앞으로도 이 그룹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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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과 함께 의견 형성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그룹에는 캐나다, 호주, EU 등 분쟁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여러 논의에 핵심
적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적절히 이들을 활용하고 설득하여 현실
성 있는 제안들이 WTO 회원국에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창구가 될 여
지가 없지 않다. 우리나라 혼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낮을 수밖
에 없으나 이 그룹을 통한 제안은 결국 여러 국가의 관심을 끌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기간 동안 이 그룹 내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역
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그간 EU, 캐나다 등의 국가가 주도적 역할
을 수행하였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중요한 분쟁을 여러 건 회부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관심과 관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향후 EU 및 캐나다의 제안이 있으면 이를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
하는 성격의 제안을 우리나라가 다시 제시한다면 여러 맥락에서 이들로부터 긍
정적인 평가를 받고, 서서히 12개국 논의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
다.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이미 제시된 제안 중 우리가 기
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항은 이를 보다 발전시키고 정치하게 정리한 내용을
추가로 제시하여 그 제안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조금의 준비작업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이 그룹 내 우리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물론 가능하다면 다른 국가와 공동제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

128) 오타와 그룹은 EU를 비롯하여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칠레, 한국, 케냐,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
가포르, 스위스를 칭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고: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2018, 검색일: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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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 측 기여 가능 분야에 집중
또한 앞으로 논의되는 여러 쟁점 중 우리 측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두고 이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우리나라가 독특한 경험을 보유하
고 있는 사항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가령 항소기구가 국내법령을 검토하는 것
을 제한하는 제안에 대해 이를 단지 반대만 하거나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
니라 항소기구의 검토 가능한 범위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대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소기구의 법령 심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 대신 항소기구는 오로지 패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국
내법령 관련 조항에 대하여만 살펴볼 수 있고 패널 판단의 당부만을 판단한다
는 점을 명시하여 두는 것이다. 일종의 타협책이다.
이는 물론 지금에 비하면 항소기구의 권한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제안과 같이 국내법령을 아예 배제시켜두는 극단적인 방안으로 나
아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미국 국내법령을 제소하고 심리하는 데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으므
로129) 이러한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특별한 전문성과 관심을 갖고 있는 파기환송
(remand) 문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앞으로 개선안에 포함하도록 노
력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주제는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항소기구의 위상을 낮추고
패널의 위상을 높이는 측면도 있어 적절한 타협안만 제시하면 최종적으로 여러
국가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적
극 모색하여 볼 수 있는 영역이다.
129) DS464: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자세한 내용은 WTO 웹사이트(https://www.wto.org/english/tratop_e/
dispu_e/cases_e/ds464_e.htm) 참고.

114 •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의 역량을 집
중한다면 의미 있는 제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여러 국가의 동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WTO DSU 전체에 중요한 함의가 있는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지
금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나서서 그 분위기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
단 현재 협상 과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은 다음으로 미루어두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대신 우리가 당장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에만 국
한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명확한 흠결의 보정
그다음으로 분쟁해결제도 개선 과정에서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확인된
기존 DSU의 명확한 오류를 이번에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논
의 과정에서는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으나 우리가 적절한 계기를 찾아 이
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은 이미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므로 금번 개선 협의에서 반드시 포함하여 오류를 개선하도
록 유도하여야 한다. 우리 측이 주장한다면 여러 국가가 동의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미국 역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 대상으로는 먼저 이행분쟁과 보복절차의 순서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내용과 보복절차 이후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 등을 생각해볼 수 있
다. 법리분쟁과 사실분쟁의 중간에 있는 DSU 제11조 규정도 보다 정확하게 조
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들 내용은 간단하게 협정문의 일부 추가 내지
명확화를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흠결 보정 부
분은 국가간 이견 발생 가능성도 적고 미국,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도 동의하는
바이므로 이번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봄 직하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물론 도움을 주는 제도적 개선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에 대한 정치적 부
담은 다른 쟁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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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국가들이 큰 그림에 매몰되어 있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집중력
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세부적’ 부분들이 최종 타결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검토하고 정리과정에서 힘을 보탠다면 상대적
으로 저렴한 시간과 비용으로 우리 입지를 WTO 회원국 내에 확인시켜줄 수
있는 항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 나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바. 잠정적 조치 도입 적극적 모색
분쟁해결절차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바로
2019년 12월 11일 이후 당분간 적용되는 잠정적인 조치에 관한 부분이다. 우
려하던 대로 2019년 12월 11일부터 새로운 항소심에 관한 한 항소기구가 그
작동을 중단하였다. 항소기구가 다시 작동을 시작하는 시기까지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볼 때 그 기간 동안 항소심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적용될 일종의 임시적 체제를 도입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19년 6월 EU가 제안한 DSU 제25조의 중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그 맥락이다. 그러나 EU 제안과 같은 방안은 여러모로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중재절차는 본질적으로 상설적인 항소제도와
차이가 있는데 그 외피를 빌려온다고 하면 자칫 항소심의 정당성마저 종국에
가서는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도 있다.
그 대신 상정할 수 있는 방안은 164개국 간 합의로 당분간(항소기구 미작동
기간 동안) 패널 판정을 최종적인 내용으로 수용하여 항소심 제기를 자제하기
로 하는 합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는 패소국은 추후 항소기구 작동 재개 시
심사를 전제로 일단 해당 조치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중단(일종의 모라토리엄
(moratorium))하는 방안도 역시 살펴볼 수 있다. 분쟁당사국 간 DSU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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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중개 및 조정(mediation) 절차를 활용하기로 합의하고(대신 향후
WTO 제소 내지 중재회부 자제 합의) 이 절차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도 있다. 이외에도 164개국 회원국 간 다양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들은 물론 여러 측면에서 각각의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단 과도
기에 해당 분쟁을 어떻게든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단점에 비해 장점이 더 크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EU가 제안하고 있는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절차는 법적
구속력 때문에 DSU 패널 및 항소기구 절차와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반면,
당사국의 합의에 따른 항소자제, 중개절차 등은 이러한 충돌을 회피하거나 저감
할 수 있어 오히려 과도기적 대안으로 보다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과도기 조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우리
나라가 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2019년 12월 11일 이후 수개월간 상황인바, 이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
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WTO 회원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DSU의 영구적 개정이 아니라 잠정적인 합의만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국
가들의 이견도 그리 날카롭게 대립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나름 상당히 현실성
이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과거 2011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주의 조치 동결 합의를 이끌어내어 국제교역체제가 위기
에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였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130) 또한 이를 통해 12개국 그룹 및 WTO 회원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WTO 개혁 논의에 대한 진지함을 보여주고 조기 타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130) Cannes Summit Final Declaration(검색일: 2019. 10. 31), para.65: “[Avoiding Protectionism and
Reinforc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65. At this critical time for the global economy, it
is important to underscore the merit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a way to avoid
protectionism and not turn inward. We reaffirm our standstill commitments until the end of
2013, as agreed in Toronto, commit to roll back any new protectionist measure that may have
risen, including new export restrictions and WTO-inconsistent measures to stimulate exports
and ask the WTO, OECD and UNCTAD to continue monitoring the situation and to report
publicly on a semi-annual basis.”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및 대응 방안 • 117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 분쟁해결절차 참여 방식 및 전략 수정
앞으로 어떻게든 분쟁해결절차가 변경되면 우리나라가 이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 역시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항소기구의 위상이 약화될 수밖
에 없어 그간 항소심에 큰 비중을 두어온 우리 정부 전략도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신 패널절차에 인력과 자원을 더 투입하여야 하고, 이는 분쟁이 개시
된 이후 초창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분쟁 개시 후 패널리스트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고 선
정과정에서 당사국의 다툼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
이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기는 힘들 것이며, 최소한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더라도 대략 어떠한 사람을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잠정 리스트(일종의 잠정 ‘상설’ 패널리스트 명부)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아
니면 현재 거의 사문화된 국가별 패널리스트 후보자 명단(national indicative
list)을 앞으로는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패널리
스트로 고려되는 것인지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리적인 다툼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는 감소하고 통상분쟁 대상
조치의 정책적 내지 거시적 측면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이는 법리를 설명하는 부분보다 점차 우리 정부의 정책 배경과
국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통한 논거 제시가 더욱 중요하여질 것이
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항소기구 권한 축소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결국 이
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 담당관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여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이 외국 변호사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모델은 점
차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법적인 주장에 비해 실제 어떠한 상
황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측면이 보다 중요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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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부 담당관과 우리
나라의 변호사와 전문가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통상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전문인력 양성과 정부 관련 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등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차제에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선된다면 이를 계기
로 우리 국내적 대응방식과 역량도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급격한 변화 상황을 반드시 부
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역량 제고와 제도 정비는 단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FTA 분쟁해결절차 맥락에서도 마찬가지
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EU는 2019년 7월 12일 우리나라를 한·EU FTA 제13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131) 2003
년 칠레와 FTA를 체결하며 FTA 시대로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공식적
인 FTA 분쟁해결절차이다. 이는 앞으로의 국제통상분쟁이 단지 WTO 분쟁해
결절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FTA 분쟁해결절차로도 확산될 것임을 보여주
고 있다. 주요국과의 FTA가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들어선 만
큼 앞으로 FTA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지금 진
행되고 있는 한·EU FTA 제13장 분쟁해결절차 역시 그 명칭과 상관없이 WTO
분쟁해결절차를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다. 다른 FTA에 포함된 분쟁해결절차도
대동소이하다. 결국 WTO 분쟁해결절차가 FTA 분쟁해결절차의 바로미터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동향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투자분쟁의 증가추세를 경험하고 있다. 2012년 최초

131) European Commission(2019), https://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2044(검색일: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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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분쟁이 제기된 이후 2020년 1월까지 모두 7건이 개시되었다. 이에 더
하여 새로운 분쟁도 제기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
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투자분쟁 역시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상분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투자분쟁
해결절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작업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도 통상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는 우리 국내제도 정
비과정에서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분쟁해결절차 참여와 관련한 우리 내부적
정비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논의 중인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논의는
이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중요한 전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회를 잘 살
려 우리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설사 WTO 제
도 자체에 대한 후퇴라 하더라도 우리 국내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
용한다면 전체적인 득실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나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일종의 전화위복(轉禍爲福)이다.

3.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고려사항
이제 분쟁해결절차의 변경이 우리나라에 초래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진행 중인 DSU 개정 협상이 결국 우리나라에 대하여
어떠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그간 활발하게 WTO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국
가다. 특히 최근 전개되는 한일 분쟁은 앞으로 이러한 통상분쟁이 단순히 수적
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격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한다. 먼저 국제통상 분쟁해결제도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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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초래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금의 구조적인 변화가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그
리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파급효과를 검토한다. 당장
우리 정부가 고민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다. 전자는
‘전반적 고려사항’ 그리고 후자는 ‘구체적 고려사항’의 항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전반적 고려사항
먼저 지금 검토되는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이 수반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자.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주요 회원국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초
래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자. 이제 분쟁해결제도의 기본 방향 내지 목표 자체
가 수정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이제 크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1) 제도 개선 vs. 타협책 모색
첫 번째로 제기되는 전반적 고려사항은 현재 논의 중인 분쟁해결제도 개선
문제가 WTO 개혁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WTO 체
제에 대한 불만 및 문제점을 전제하고 이를 개혁하자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의 분쟁해결제도 개선 및 DSU 개정 논의 맥락과는 차
원을 달리하는 방향이다. 기존의 논의는 현재의 DSU를 발전적으로 개선하자
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논의였다. 이에 반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논의는 제
도 개선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원국의 불만을 고려하여 어떻게 중
간지점을 찾을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타협책 모색에 주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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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이는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후퇴를 전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후퇴를
감내하더라도 타협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보자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분위기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
은 이제 이러한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서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면 기존의 분쟁해결절차에 대
한 회원국의 관여가 강화되고, 각종 위원회의 역할도 보강된다. 반면에 패널 및
항소기구 판정관의 역할은 축소되며, 심리 범위도 구체화되는 등 여러 제약조
건이 추가된다. 그간 국제경제법 교과서에서 가르치던 DSU의 장점이 대거 퇴
색하는 셈이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상정하고 있던 WTO 분쟁해결절차의 모습
과는 상당이 달라진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사실상 새로운 분쟁해
결제도가 출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로운 분쟁해
결절차를 출범시킨다는 각오로 앞으로의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
면 이 논의 결과 도출되는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는 우리나라에도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제소하는 데에도 반대로 우
리 정부의 조치를 방어하는 데에도 이제 새로운 기본 틀이 적용된다는 의미이
다. 우리 기업과 정부에 상당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변화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방향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기는 힘들다는 것
이 현실적인 평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전략을 지양하
고 이제는 타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해관계를 어떻게 반영할 것
인지, 그리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전파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향후 논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협상에 참여하는 대응 기조 자체도
이제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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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의 정교화 vs. 절차의 유연성
현재 새롭게 논의되는 DSU 개정 방안은 절차의 정교화 대신 유연성에 보다
가치를 두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교한 절차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동시에 분쟁 당사국의 권
한을 축소하고, WTO 회원국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며, 대신 담당 판정관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들
의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절차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흐름으로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분쟁해결절차의 빈틈을 그대로 남겨두자
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빈틈을 담당 판정관이 채우게 된다면
이는 이들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흐름은 이 빈틈
을 분쟁 당사국이나 여타 회원국이 협의하여 채우도록 남겨두자는 것이다. 결
국 이 말은 담당 판정관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패널리스트와 항소기구
위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현재 분쟁해결절차의 기본 골격이 크게 바뀐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와 같은 절차의 유연성 강화 움직임은 발언권이 강하거나 포지션이
강한 회원국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패널
및 항소기구 역시 이러한 입장에 유념하여 이를 반영할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분쟁해결절
차 참여와 구체적인 분쟁의 진행에도 중요한 영향을 수반한다. 단순히 법적인
공방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패널 및 항소기구의 객관적이
고 중립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입장을 견지한 우리나라의 그간의 분쟁해결절차
참여 방향 역시 앞으로는 변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3) 사법적 접근 vs. 외교적 접근
나아가 이러한 갈등의 기저에는 분쟁해결절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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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분쟁해결절차를 사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에서는 절차의 정교화,
판정관 권한의 강화, 외부 영향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분
쟁해결절차를 외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국가들 간 이해관계의 조
율, 교집합의 확인, 다른 국가들의 입장 반영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조율 작
업이 더욱 중요하다.
양 접근법 중 어느 쪽이 타당한 것인지는 정답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 지난 25년간 WTO 분쟁해결절차는 사법적 접근 쪽으로 일로매진하
여왔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존 루트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
다.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고 반대의견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최종 타협책이 마련되더라도 최소한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법적 접근법에 기초한 ‘일원적’인 접근법은 더 이상 광
범위하게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완전한 외교적 접
근법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사법적 접근법과 외교적 접근법의
중간에 위치한 어느 균형점에 새로운 제도가 좌표를 확보할 것이다. 어쨌든 이
는 기존의 접근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여야 한다. 이
제 이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외교적 접근법의 부활 내지 강화는 우리 통상분쟁 대응체계에도 상
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존의 법리적 접근법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
나 이에만 의존한 접근법은 때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측면을 전제하여
야 한다. 그리고 상대국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외교적 논의를 분쟁해결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분쟁해결절
차에 돌입해서도 외교 당국과 실무 당국의 역할이 법률대응 부서보다 또는 이
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중요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통상분쟁이 본격화되어
WTO 분쟁해결절차로 진행한 이후에는 법리적 측면에서만 통상 현안을 바라
보던 기존의 시각을 자제하고 외교적 루트를 통한 조율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
개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정부의 업무부담이 증가한다는 측면과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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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대응 전략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시사하고 있다. 요컨대 법
률전문가 내지 변호사의 역할은 분쟁해결절차 과정에서도 전체적인 퍼즐의 하
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 법리 형성 기능 인정 여부
이러한 변화의 또 다른 제도적 파급효과는 과연 분쟁해결절차의 궁극적 목
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 목표를 해당 분쟁의 해결에만
둘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법리 형성에도 둘 것인지의 문제이다.
절차의 정교화 내지 사법적 접근의 강화는 당연히 법리 형성 기능에 초점을 둔
다. 사실 이는 그간 WTO DSU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132) 이
러한 법리 형성 과정을 통하여 비분쟁 당사국도 미래에 자신의 조치 채택에 있
어 새로운 법리에 따라 일관되고 통일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간 국제
분쟁해결절차 전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의 가장 중요한 기여로 평가받
는 부분이다. 이는 ‘사법적 접근법’을 대표하는 논리다. WTO 분쟁해결 패널
및 항소기구를 국제사법법원으로 이해하고 이를 ICJ와 동일시하는 시각이다.
반면에 분쟁해결절차는 단지 해당 분쟁의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그 이상의
역할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도 아울러 존재한다.133) 문제는 최근 이러
한 시각이 점차 강화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사실이다. 분쟁해결절차는 해당
분쟁의 해결만 달성하면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법리의 형성 작업에 주력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시각이다. 이는 ‘중재’의 시각에서 분쟁해결절차를 바라보는
입장이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해당 분쟁의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어
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법리를 구축하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132) DSU 제3조 참조. 여타 관련 WTO 판례 참고.
133) Further Contribution of the United States on Improving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in WTO
Dispute Settlement,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2005) supra note 104: “Accordingly,
panel and Appellate Body reasoning and findings should not go beyond those aspects of the
dispute that the complainant and respondent parties consider necessary to resolve th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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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주장이다.134)
이러한 시각은 외교적 해결 내지 외교적 접근에 보다 강한 비중을 두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서는 역시 항소제도 역시 무의미하다거나 존치하더라도
그 역할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미국이 항소
제도 무력화 움직임을 보이며 법리 형성 기능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중재적’ 시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135)
법리 형성 기능이 부인되거나 약화되는 상황은 현재 분쟁해결제도 전반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수반한다. 각각의 분쟁이 별도의 맥락으로 이해되고 최종
결론에 대하여도 반드시 이를 하나의 논리로 통일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으
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해당 분쟁을 처음으로 심사하고 또 사실심과 법
률심을 모두 담당할 수 있는 패널의 판단과 권한이 결정적이 된다는 점을 아울
러 시사하고 있다. 지금의 분쟁해결절차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다. 과거라
면 이러한 주장이 논의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분이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쉬운 상황이나 냉엄한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 역시 이제는 우리나라의 분쟁해결절차 참여 및 대응 방식에도
중요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이 항소기구 절차에서 논
리적 그리고 법리적 공방을 거쳐 우리 입장을 관철한다는 방식은 이제는 더 이
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널절차에서 보다 적극적
이고 공격적인 대응과 방어를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
134) Tetyana Payosova et al.(2018), supra note 63, at 9.
135) U.S. Statements at the January 28, 2019, supra note 96: “As the United States has explained
at recent DSB meetings, for more than 15 years and across multiple U.S. Administrations, the
United States has been raising serious concerns with the Appellate Body’s disregard for the
rules set by WTO Members. Through persistent overreaching, the WTO Appellate Body has
been adding obligations that were never agreed b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TO
Members. (...) The United States has raised repeated concerns that appellate reports have
gone far beyond the text setting out WTO rules in varied areas, such as subsidies, antidumping
duties, anti-subsidy duties, standard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safeguards, restricting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regulate in the public interest or protect U.S. workers and
businesses against unfair trad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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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측 입장 반영 방식과 정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재 새로운 DSU 개정 논의는 결국 미국의 입장을 어떻
게,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의 향후 진로를 결정할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현재 이 협상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여러 경로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안들도 사실은 미국의 입장을 바꾸기 위
한 타협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역시 2020년 1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다면 WTO 분쟁해결절차의 마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
고 있다. 항소기구 위원 선임에 계속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 11일
시작된 항소기구 정지 사태를 앞으로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여 제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정도와 방식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
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단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EU, 캐나다, 중국 등의 국가와 연합하여 미국을 압박하자는 전략은 현시점에
서 그 효력을 발하기가 어렵다. 미국 스스로 현 WTO 체제, 그리고 특히 분쟁
해결제도를 대폭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기
힘들면 WTO 탈퇴 역시 고려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입장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는 일종의 과장된 주장(bluffing)으로 이해하였
으나 지금은 상당 부분 미국의 진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위기
이다.136)
그러므로 현재 남은 대안은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지금보다는 후퇴하지만
그래도 운용 가능한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반대에도
136)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China, Canada, India, Norway, New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Republic of Korea, Iceland, Singapore, Mexico, to the General Council(Dec. 12-13,
2018), supra note 97(본 보고서 [별첨 3] 참고): “At the same time, we acknowledge that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functioning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are ready to
work on solutions, while preserving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system and of its Appellate
Body.”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및 대응 방안 • 127

불구하고 나아가 미국의 WTO 탈퇴와 같은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분쟁
해결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현 교역질서의
기본적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단 분쟁해결제도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가동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제도를 일단 살려두
어야 추후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미국의 입장을 수용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WTO 회원국들에게 합리
적인 선택일 것으로 보여진다. EU,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현재 미국 주장을 수
용하기 위하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도 최근 미국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퇴
행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새
로운 분위기를 반영하여 미국 제안 중 현재 분쟁해결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유
지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그 수용을 모색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핵
심은 어떻게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는지 여부이다. 미국 주장과 같이 외교적
접근, 중재적 접근, 절차적 탄력성의 방향으로 진행하더라도 객관성, 중립성,
합리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
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를 통해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 입장도 이러한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어쨌든 미국과 여러 항목에서 통상분쟁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
서는 이러한 변화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통
상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영역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므로
미국 입장을 반영한 분쟁해결제도 개선은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대칭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미국
이 분쟁해결제도의 대폭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자리 잡
고 있으나 한국과의 통상분쟁도 그중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
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 개선 과정에서 분쟁해결절차의 본질적 가치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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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일부 세부 항목에서 미국 등이 요구하는 사항들
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조기 타결 가능성 평가
분쟁해결절차는 현재 WTO의 여러 현안 가운데 가장 여러 국가들의 이견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 중 하나이다. 이 문제는 소위 ‘타결 가능성이 높
은 이슈(low hanging fruits)’ 중 하나로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른 영역들이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주고받기’적 성격이 강한 제로섬
게임이라면 분쟁해결제도는 제도의 변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모든 국가에 대
하여 장단점을 동시에 제기하게 되어 그 민감도가 저하된다는 측면이 있다. 특
정 사안에 대하여 극렬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국가를 상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지난 1997년 이후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온 내용이
다. 따라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골격은 이미 갖추어진 상황이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DSU 개정 문제는 이러한 기존의 개정논의와는 그 맥락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DSU 개정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검토 항목에 대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
은137) 이 문제를 조기 타결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논의가 실무적이었다면 현재의 논의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양자의
결합을 통하여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견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일단 이 문제가 조만간 어떠한 방식이든 타결될 가능성을
전제하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한 조망을 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른 사안과 달리 곧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변경 내용이 머지않
137) World Trade Organization, Negotiations to Impro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https://www.
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negs_e.htm(검색일: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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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리나라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내부의 제도개선이나 전략적 측면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 역시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미 여러 분쟁이 곧 개시될 예정으로
있어 그 파급효과가 예상외로 빨리 도래할 수도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상적인
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결과가 곧 도출될 단계에 이른 것이다.

7) 분쟁해결의 종국성(finality)
현재 논의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어떠한 분쟁해결절차이
든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쟁을 최종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일련의 분쟁은 이러한 종국성 측면
에서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분쟁은 공식적으로는 해결되었으나 사실
상 미해결 상태로 남고 분쟁의 씨앗은 그대로 내연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목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여러 이유에서 기인한다. 그중 핵심은 현재
WTO 협정에 포함된 규범 자체의 모호한 성격, 그리고 급격한 산업 발전으로
인한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 현상에 있다. 동시에 분쟁해결절차가 이러한 새로
운 형태의 분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단
지 능력 있는 패널리스트의 확보 문제가 아니라 분쟁해결제도 자체가 종국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목도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나 산업이 가
장 두려워하는 경우는 불확실성의 상존이다.138) 특정 분쟁이 어느 방향이든 해
결이 되면 승패는 나뉘더라도 그 이후 관련 당사자들이 그 결정에 부합하는 방
식으로 자신들의 사업과 영업을 조정할 수 있다.139) 그러나 미해결 상태에서

138) 손해용 외(2019. 8. 8); 조선비즈(2019), 「일본,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 … 3개 규제 품목 모두 ‘통과’」
(11. 16).
139) 김성진(2019. 7. 2); 김준억 외(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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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잔존하고 유사한 조치가 새로이 등장할 개연성이 점쳐지면 이러한 확실
성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 피해는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최소한 앞으로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분쟁해결의 종국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현재 체제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나아가 DSU 개선에 관한 미국식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역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측이 적극 강조하여 어느 방향으로 타
협안이 마련되더라도 최소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령 패널이나 항소기구 판정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이행 사항을 지
정하도록 하고, DSB 역시 이행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과하며, 이행과정을
세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상정해볼 수 있다. 그리고 미이행 시 보복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여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현재 DSU에
서도 중요하며 새로운 중재적 접근 내지 외교적 접근 방식이 강화되어 도입되
더라도 역시 중요하다.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패널과 항
소기구의 운영 문제이지 분쟁해결절차의 종국성 강화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여러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종국성의 확보는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중요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
이다. 우리나라가 제소국으로 다른 나라의 조치를 제소하는 경우와 함께 우리
가 피제소국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변경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는 방식과 전략도
이에 따라 함께 변화하여야 한다.

8) 여타 국제분쟁해결절차 논의 동향 반영
현재 국제분쟁해결절차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자분쟁해결절차 개선 움직임이다. 이들 분쟁해결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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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그 장점을 수용하고 단
점을 개선하는 준거점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WTO 역시 다른 분쟁해결절차
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국제분쟁해결절차 논의과정에서 검토되고 있
는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WTO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 장점을 취
하고 단점은 반면교사의 논거로 삼아야 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에서는 WTO와 같은 사법적 접근법
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정작 WTO 분쟁해결절차는 기존의 사법
적 접근법을 약화하여 외교적 접근법 내지 중재적 접근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국가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국제분쟁해결
절차를 다루면서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다. 어쨌든 이
들 분쟁해결제도들은 서로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비교법적 검토를 지속
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투자분쟁해결절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체약당사국
의 조약해석 절차를 WTO 회원국들이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체약
당사국이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중재판정
관들이 체약당사국의 의도를 벗어난 새로운 해석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견제하
는 효과가 있다. 이는 주로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나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렇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WTO 분쟁해결절차 맥락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
극 수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WTO 협정 해석 권한을 가진
WTO 각료이사회는 그간 이를 한 번도 행사한 바 없다. 그러나 이제는 이 권한
을 보다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DSU 개정에 비
하여 훨씬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며 그 실질적 효과도 기대된다. 이
러한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면 여러 국가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분
쟁해결절차를 조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변경하고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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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우리나라 역시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체
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투자분쟁해결절차와 통상분쟁해결절차가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
어 우리 정부 부처 내부적으로도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다. 분쟁 자체는 서로 상
이하더라도 분쟁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
율성과 체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상분쟁을 다루고 접근하는 방식에도 상
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분쟁해결절차 대신 협정 해석과 방침을 논의하는
체약당사국 간 논의의 장이 보다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므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하여야 한다.

9)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 활성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기존의 분쟁해결 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 방식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방식을
분쟁해결절차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미 현재 WTO DSU는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DSU 제5조상 비구속적 분쟁해결절차와 제25
조상 구속적 중재절차가 대표적이다.140) 그러나 이들 조항은 사실상 그간 사문
화되었으며 별다른 활용 기회가 없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여 이들 분
쟁해결절차도 동시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의 분쟁해결절
차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부가절차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
항을 개정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구속적 분쟁해결제도는
첨예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부분
을 최근 여타 국제분쟁해결절차에서도 인지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절차 맥락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

140) 본 보고서 [별첨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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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여야 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 대하여 중요한 파급효과를 수반한다. 먼저 이러한 새로
운 제도의 도입은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새로운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 어떠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비구속적 분쟁해
결절차로 진행할 경우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행동지침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쟁해결절차를 어떠한 순서로 사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결정
사항이다. 여러모로 우리 정부의 실무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갖는 장점을 감안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비구속적 분쟁해결절차가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미국과의 철강 제232조 문제, 자동차 제232조 문제, 중국과
의 THAAD 분쟁이 진행된 경과를 감안하면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와 순수
외교 교섭 사이의 중간지대의 분쟁해결절차가 유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
히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분쟁은 더욱 이러한 절차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비구속적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새로운 분
쟁해결절차 도입 시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나. 구체적 고려사항
이제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변경의 전반적인 함의는 여러 국가에 영향을 초래하며
그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부분은 상기 전반적 고려사
항에서 살펴보았다. 아래 부분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WTO 분쟁해결제도 변경
이 초래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어떻게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각각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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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측 이해관계 부합 여부
DSU 개정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우리가 유념하여야 할 부분은 제도적으로
진보 또는 후퇴 여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는 우리 정부에 대한 이해관계와 우리 기업에 대한 이해
관계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법적 접근법을 완화 내지 축소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그간의 DSU 발전 방
향과 거리가 있으며 법치주의 측면에서는 퇴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일단 이러한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적 분위기, 반세계주의적 경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당장 단기적인 측면에서 반드
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저해할 것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에서도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
성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어찌 보면 중립적인 판정관의 객관적인 평가라는 핵심만 유지가 될 수 있다
면 새로운 제도에서도 완벽하지는 않으나 우리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가
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관들이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
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면 이를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상대국을 제소하는 경
우는 물론이고 우리가 제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접근법에 따른 제도에서
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측 제소의 경우에
도 합리적 결론을 토대로 문제 조치의 철폐와 변경을 도모할 수 있고, 우리 측
피제소의 경우에도 역시 적절한 결론을 기초로 우리 국내제도 변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새로운 제도에서
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지금 논의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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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제도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만이 초래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리적인 후퇴가 우리 이익의 후퇴
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이
러한 핵심 요소들이 최대한 확보 내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유의미한 결론이
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2) 비용 문제
WTO 분쟁해결절차는 상당한 비용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141) 특히 최근 우
리나라의 통상분쟁이 증가하며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이러한 비용 부담
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능한 한 비용 부담이 적은 방식이 우리 입장에도 부합한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법적인 공방의 경우의 수를 줄여 분쟁의 지
나친 복잡화를 경계하는 것, 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는 것, 명확한 판정으
로 후속분쟁을 차단하는 것, 분쟁 수행을 정부 담당관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
등 다양한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는 지속적인 사
법화 현상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법적 영역으로 변화되었고, 이에는 변
호사 및 기타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그 소요 기간도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거의 3~4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
은 소송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여 현재 여러 국가와 기업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142)
141) WTO 분쟁과 다소 맥락은 다르나 정부정책과 조치의 투자협정 합치성 문제를 다루는 투자분쟁해결절차에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서 자국 조치를 방어하는 투자유치국 정부는 평균 485만불의 자
문 및 소송비용(패소 시 배상금 산정액은 제외)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David Gaukrodger and
Kathryn Gordon(2012); Matthew Hodgson and Alistair Campbell(2017), http://www.allenovery.c
om/SiteCollectionDocuments/14-12-17_Damages_and_costs_in_investment_treaty_arbitration_re
visited_.pdf(검색일: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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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 변경은 우리도
환영할 만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법적 경향을 완화하는 움직임과 분쟁 당사
국의 관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안은 소송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도 향후 이러한 부분을 협
상 과정에서 참고하여 논의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경은 동시에 우리 정부 내 분쟁 담당관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
고 판단의 영역도 확대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 내
분쟁대응 방식과 체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소요시간 문제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는 그 소요시간으로 인하여 극심한 비난에 직면하
여 있다.143) 분쟁은 시급히 전개되는 데 반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
나치게 길기 때문이다.144)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
는지가 중요한 고려요소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시간 과다 현상
을 일부 제한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미국이 제안하
는 내용은 항소심의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소요시간 단축으로 이어
질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부정
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송수행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는 앞으로 패널절차에
서의 공방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하여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력과 비
용의 투입을 이 단계에서 집중하여 전개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어떠한 패
142) Arie Reich(2017, 검색일: 2019. 10. 25), p. 10.
143) 이재형(2003, 검색일: 2019. 10. 31), p. 295.
144) WTO 규정 상 패널 판정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쪽이 항소할 경우 최종 결과까지는 통상
3-4년이 예상된다. 김성진(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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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스트를 선정하는지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
금은 항소기구에서 총력전을 경주할 가능성이 남겨져 있어 패널절차에는 상대
적으로 비중을 덜 두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바뀌어야 할 상황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앞으로 우리 정부의 WTO 소송 전략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짧아진 시간으로 담당관들의 부담이 커지고 패널절차의
중요성 제고로 인해 조기에 인력과 역량을 투입하여야 한다면 소송의 전반적인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이를 통한 수정작
업이 필요할 것이다.

4) 판정관 재량의 범위
앞으로 새롭게 도입될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미정이나 일단 명확하
게 보이는 부분은 패널리스트와 항소기구 위원의 권한이 지금보다는 대폭 축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선의 핵심 쟁점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기존의 DSU 개정협상의 흐름과 현재 진행되는 WTO
개혁 맥락의 DSU 변경 흐름이 서로 구별되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권한 축소는 제도적인 제한을 통해 달성하는 방식도 있고 패널리스
트 및 항소기구 위원에 대한 간접적인 심리적 압박을 통해 달성하는 방식도 있
다. 현재 상황으로는 양 측면에서 공히 이러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의 권한이 상당 부분 축소 내지 심리적 위축이 발생할 것
으로 보인다.
결국 협정의 해석 등에서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수세적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측 관련 분쟁에서 협정에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이슈에 대하여 가급적 새로운 문구나 의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 정부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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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피제소 분쟁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분쟁 제기 여부 및 승패 예측 과정 등에서 이러한 변화된 분
위기를 반영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판단 기준과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5) 소송 대리인 선임 및 활용
사법적 접근법의 약화, 외교적 접근법의 강화 움직임은 한편으로 소송 대리
인 활용 측면에서도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우리 정
부의 정책적 판단과 전략적 고려가 때로는 법리적, 기술적 고려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쟁해결절차 진행과정에서도 그러한 판단이 개입할 가능
성이 일층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 대리인 선임 및 활용도 이제는 여러 사항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의견제출을 위임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우리 정부 담당관이 주
도적으로 이를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 대리인의
활용은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들의 역
할은 이차적 내지 보조적인 성격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국가들은 다양
한 방식으로 외부 법률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체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145)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으로 이
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앞으로 소송 대리인 활용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국내 전문
가 내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간의 사법적 접근법 일원화 체제에서는 법률지식과 소송기술이 뛰어난 소송 전
문가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나 이제는 국가간 외교적 분쟁의 성격이 보다 강화되
며 소송기술적 접근법은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법은 역효

145) 본 보고서 [별첨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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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접근법을 지양하고 우리 정책과 우리 정부 사정을 이
해하는 국내 전문가와 변호사들을 우리 정부 지원인력으로 확보하고 양성하는
과제가 중요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
워 조속히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6) 기존 분쟁 경험의 반추
우리 정부는 그간 39건의 WTO 분쟁에 제소국 또는 피제소국으로 참여하였
다. 이들 분쟁을 통하여 여러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DSU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어떠한 이슈가 우리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간의 분쟁 경험이 중요한 바로미터를
제시하여 준다.
가령 그간의 분쟁경험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한 관심과 실익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도입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제도는 어떠
한 방식으로 새로운 제도가 정리되더라도 여전히 그 의미가 중요한바, 바로 분
쟁의 종국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향후 DSU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
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 제도의 완벽한 도입이 힘들다면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우리 정부의 경험이 우리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이슈 중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경험하였던 부분, 억울하게 느꼈던 부분, 유리하다고 느꼈던 부분
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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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역학관계
한편 이러한 새로운 방향의 분쟁해결제도 도입은 WTO 체제 내에서 발언권
이 큰 국가와 우리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러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다. 가령 미국, 중국과의 분쟁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새로운 압박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이들과의 분쟁은 압박 요소로 작용하
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과 ‘business as usual’ 분
위기를 강조하며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외
교적 접근법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강대국과의 분쟁, 나아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큰 중국, 미국과의 분쟁에
서 이러한 부담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감지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 국가와 우리가 분쟁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데 새로운 부
담을 의미한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변화는 최소한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대안으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한 분쟁해결절차 대신 비구속적 분쟁해결절
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로운 분
위기에서는 비구속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이 미국, 중국과의 현안을
다루고 해결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형태의 분쟁에 대하여는 충분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경험과 능력배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8) 최종 판정에 초래하는 영향
새로운 흐름의 분쟁해결제도에서는 최종 판정 역시 지금과는 그 형태와 내
용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기 판정관의 권한 제약과 맞물려 있는 사항
이다. 먼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자신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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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판정을 내리
는 경우에도 제기된 쟁점의 구체적인 측면에만 국한하여 판단을 내리고 다른
연관영역에 대하여는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회피하는 상황도 아울러 증가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속 패널과 항소기구도 이전의 패널과 항소기구 판정에
대한 시각이 보다 유연하게 바뀌어 각각의 사건의 특이성에 초점을 두고 탄력
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에는 법리형성 기능과 법리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
나 이제 새로운 분쟁해결제도 도입 후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대폭 바뀌어 각각의
분쟁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146)
이는 결국 우리 정부의 소송 수행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협
정문의 구체적인 조항과 연결하여 제소하고 해당 분쟁의 특징을 보다 강조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변화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 불리한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

9) 우리 측 인사 진출 가능성 연계
이와 함께 고려할 부분은 패널 및 항소기구로 우리 국적 전문가가 진출할 가
능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나라 인사의 패널 진출은 그간 상대적으로 미미
하였다. 우리나라 인사가 진출하였던 항소기구와 달리 패널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외 현상이 두드러진다. 최근 우리 인사의 패널 진출을 위하여 우

146)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on the Precedential Value of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s
under the WTO Agreement and DSU, DSB Meeting(Dec. 18, 2018), https://geneva.usmission.gov/
wp-content/uploads/sites/290/Dec18.DSB_.Stmt_.as-deliv.fin_.public.pdf(검색일: 2019. 11. 1),
at 12: e.g. “The DSU does not assign precedential value to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s
adopted by the DSB, or interpretations contained in those reports. Instead, it reserves such
weight to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adopted by WTO Members in a different body, the
Ministerial Conference or General Council, acting not by negative consensus but under different
procedures. The DSU explicitly notes that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perates without
prejudice to this interpretativ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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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정부가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그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상
황이다.
새로운 제도의 변경은 법리적 접근의 영역을 줄이고 대신 외교적 접근의 반
경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패널리스트 선정에서도 지금보다 그 다양화와 포괄화
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제는 여러 측면을 복합
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인사의 패널리스트 선임이 분쟁당사국과 WTO 사무국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주로 선진국 출신 인사 내
지 특정 국가 출신 인사에 집중하여 선임하던 상황에 대한 주요 논거가 법률 전
문성의 확보하였다면 이제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앞으로 패널리스트로 아시아 국적 인사, 나아
가 우리 국적 인사가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DSU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러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이 부분은 중국, 일본 역시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될 가능
성도 없지 아니하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제도적 측면에서 후퇴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측 인사나 아시아 인사의 패널리스트 진출이 확대될 수 있
다면 기본적인 이해관계 확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부분은 항소기구 위원 선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항소기구 위원 선임에도 이제 기존의 판단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
능성이 있어 우리 측 인사의 진출 문제뿐만 아니라 타 국적 인사의 진출과 관련
하여서도 해당 인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에서 평가하
여야 할 것이다.

10) 계류 중 분쟁 파급효과
특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 계류 중인 분쟁에 파급효과 있을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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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이미 진행 중인 분쟁들은 현재 규
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하여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
리나라가 진행 중인 분쟁이 3건이 있고, 새롭게 제기될 분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앞으로 이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기존 진행 중인 분쟁은 기존 절차
와 방식대로 진행됨을 명확히 하여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패
널 및 항소기구 심리도 기존 규칙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밝혀두는 것
이 필요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룰에 따라 현재 분쟁의 틀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으
므로 진행 중간에 이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혼선이 초래되고 우리 입장 제시
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현재 진행과정을 주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이슈별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
위에서 살펴본 전반적인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아래에서는 현재 제기되는 주
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협상의 진행 상황을 예
측하기 힘들어 구체적인 입장을 제기하기는 곤란하나 대략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쟁점이 추가로 제기될 것으
로 본다. 이들 쟁점은 모두 나름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WTO 분쟁
해결절차 자체에 대하여 중요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그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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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은 여러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 법리
적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
제들을 모두 완벽하게 해결하도록 요구하기는 힘들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이들
문제점에 대하여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려
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의 논의가 법적, 논리적 측면에서 전개된다기보다 넓게
보면 다자주의 체제 위기를 타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안의 모색, 좁게는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본 틀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기여가 그간의 우리 입장에도 부합하며 우리의
이해관계를 확보하여줄 수 있는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
에서 향후 DSU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와
상관없이 다음의 논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DSU 개정 논의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1) 다자주의 체제 부활에 방점
국제 교역체제는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turning point)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가오는 2020년 6월 카자흐스탄 MC 12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되었다. 다양한 국제교역 체제의 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나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다자간 교역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달성이 용이하
지 않은 목표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성급한 결과물 도출 노력보다는 현실적이
고 합리적인 선에서 기대치를 정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와 협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DSU
개정 작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는 접근하여야 할 시점이다. 기대치를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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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소공배수를 찾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15년 이후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은 다자간 교역체제의 유지와 발전만이 현
재 국제사회가 교역 측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궁극적인 해
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의(FTA 체제)는 제반 현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손쉬운 해결책을 제
시하여주는 듯하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
를 노정하고 있다. 물론 지역주의를 통한 노력이 나름대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다자주의를 통한 결과에 비하면 그 범위와 효과 면에서 상당히 제한적
인 실정이다. DSU 개정 문제가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앞으로 다자간 교역체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제는 좀 더 전략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이고 수사적인 차
원에서 다자간 교역체제 강화 필요성만을 언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단 현시
점에서 숨 고르기를 하며 현실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DDA 협상이 이어진 지난 18년간의 상황을 복기하면 이제는 단순히 다자간
협상 타결과 다자간 교역체제 활성화를 위한 의욕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
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지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결과 도출도 중요하나 결과에 집착하여 의욕만 앞선 채 민감한
내용에 대한 조기 타협을 도모하는 것은 자칫 연이은 실패로 이어져 다자간 교
역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의감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향후 DSU 개정 협상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
제를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논의를 할 것인지 검토함에 있어 현시점
에서는 ‘점진적이고, 순차적이며, 현실적인 접근법(gradual, incremental
and practical approach)’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협상 주제를 선
정하고 백지 상태에서 그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
로 달성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본다. 목표 수준을
다소 낮추더라도 회원국들이 용이하게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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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설사 어려운 문
제를 다루게 되더라도 그 이행에 대해서는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
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타결 가능성이 높은 이슈에 집중하여 일단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DSU 개정 과정에서 개발(development) 의제 반영 여부와 방법
최근 개도국 지위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으나 국제 교역에서 개발 의제
는 여전히 중요하며 향후 다자간 교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 지위를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일단 원칙적인 측면에서 개도국의 관심사항과 우려사항을 적
절히 반영하지 않은 교역체제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개발 이슈는 단지 개도국에 대한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를 통해 특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고, 다자간 국제교
역체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long-term sustainability) 관점에서 바라보아
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DSU 개정 협상에서 다룰 모든 이슈에 대
하여 개발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개도국의 우려사항을 반영하는 노
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동시에 개도국들에 대하여도 적절한 시한과 방식으로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특히 DSU 개정 문제는 분쟁해결절차의 절차적 정당성과
WTO 사무국의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둔 개도국
지원조치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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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 제안서에 대한 적절한 입장 표명 필요
2020년에 들어서며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주요국 제안서에 대하여 우리 측
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바,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
입장을 개진하여야 최종안 성안 과정에서 우리 측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여타 국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좀 더 긍정적
인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데 우리나라가 일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화 작
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측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갖
추어간다면 현실적인 대안도 모색하고 또 우리 측 위상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핵심 제안에 대한 우리 측 입장
1) 당사국 통제 강화 – 적절한 균형점 확보
당사국 통제 문제는 그간 우리나라가 거부감을 표명하여온 이슈였다. 그러
나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는 미국의 핵심 의제로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이 불가피
한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EU 등 주요 국가도 어느 정도 이 내용을 받아들이
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으로 감지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당사국 통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여기에 대
략적인 외연을 도입하고 사법절차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지는 않도록 하
는 장치를 아울러 마련하여두는 것이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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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기구 심리 범위 제한 – 국내법령 심사 금지
현재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항소기구 심리 범위 제한 문제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본목표는 항소기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것이다. 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입장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
나 어떠한 방식이든 항소기구 권한의 축소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으로 감지되고 있다.147) 미국의 입장이 강력하여 이를 수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파악된다.148)
그렇다면 그다음 과제는 항소기구 심리 제한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로 귀결
될 것이다. 항소기구의 항소심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권한의 축소는 일단 수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항소심 기능을 침해
하거나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저촉되는 내용은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며, 필요하다면 우리 측도 이러한 입장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퇴임 항소기구 위원의 기존 분쟁 참여 권한 제한
2. 항소기구와 회원국 간 연례 검토 회의 개최
3. 항소기구 심리의 법률심 국한(묵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실심 제한)
4. 항소심리 기간의 준수
5. 당사국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심리 제한
6. 판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항소기구 판정 포함 제한

147)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China, Canada, India, Norway, New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Republic of Korea, Iceland, Singapore, Mexico, Costa Rica and Montenegro to the
General Council, supra note 89, at 1: “We are deeply concerned that the enduring absence of
consensus in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to fill the vacancies on the Appellate Body
risks undermining the viabilit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At the same time,
we acknowledge that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functioning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are ready to work on solutions, while preserving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system and of its Appellate Body.”
148) Tetyana Payosova et al.(2018), supra note 63(검색일: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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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소심에서 잠정보고서 제도의 도입 및 분쟁 당사국 의견 수렴

반면에 다음 사항은 항소심 기능의 본류를 저해하는 것으로 수용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항소심이 혼란을 더 가중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항소심 도입을 형해화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운용을 도입하는 경우라면 항소심
을 차제에 폐지하고 패널 심리만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안이 될 수도 있
을 것이다.

8. 항소심에서 국내법령 심사 제한
9. 분쟁 당사국 검토 후 항소기구 보고서 일부 사항 제외
10. 항소심 판정과 항소기구 위원 선임 및 연임 문제와 연동
11. 패널 기록에 기 포함된 사실 문제의 활용 제한

3) 항소기구 정비 계기 파기환송 제도 도입 추진
파기환송 제도는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국가들의 관심사였다.149) 그
간 여러 국가들의 요구가 있었고 우리 측도 오랜 기간 제기하여온 쟁점인 파기
환송 제도의 도입은 앞으로도 중요한 쟁점으로 적극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파기환송 제도는 WTO 분쟁의 종국적 성격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정 사항이다.
특히 현재 항소기구 권한 조정이 검토되고 패널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상
황이 오히려 이 문제를 검토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도 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항소기구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수용하기 위하

149) World Trade Organization, Minutes of Meeting,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n 15 July 2002, Statement of the Representative of Brazil on behalf of MERCOSUR,
TN/DS/M/3(Sept. 9, 2002), at para. 49.

150 •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여 현실적인 대안은 그렇다면 항소기구가 심리하지 못하는 사안을 조속히 원심
패널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DSU에는 이러한 제도가 부재하다 보니 때로는 항소기구가 스스로 결
정을 도출하거나 또는 결정을 도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혼선
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 따라서 파기
환송 제도 문제는 그간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일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현재
제기하여 검토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되었다.
한편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간 우리가 적극 주장하여온 파기환송 제도는 항
소기구와 패널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최근의 DSU 개정 협상의 맥락에서 적극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은 일정 부분 미국의 주장과도 연결
되어 있어 한편으로 제도개선을 도모하며 한편으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효
과도 거둘 수 있어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하여 캐나다 중심의 G-7 국가 제안과 우리나라가 제안한 내
용이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다. 양측 제안 내용을 비교한 문서가 WTO 웹사이
트에 개시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양측 제안 내용과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4) DSU 제25조 중재제도
DSU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앞으로 적극
추진하여볼 수 있다. 현 분쟁해결절차가 여러 맥락에서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그 대안으로 분쟁 당사국 간 중재를 추진하는 방안도 앞으로는 그 효용성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EU가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항소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제25조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패널절차가 이미 시작된 분쟁들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패널 판정의 분위기와 향
방을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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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시도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피제소국으로 패널 판정에서
패소가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한다. 가령
우리나라가 피제소국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에 응할 실익이 크게 없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제소국인 경우에는 상대국이 이에 응할 실익이 없어 지금 당장 계
류 중인 분쟁에 새로운 항소 중재를 적용할 가능성은 일단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항소기구 대안으로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는 여러 위험요소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전례 없는 시도라는 차원에서 어
떻게 도입되고 운용될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일단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
인된 연후에, 새롭게 개시되는 분쟁에 한하여, 그리고 다른 나라의 항소 중재
적용 상황을 한번 관찰한 이후 우리도 이에 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입장과 함께 실제 협상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
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필요하고, 어떠한
형태로는 항소제도를 통하여 우리 국익 확보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법리적으
로도 적절할 것으로 본다.

5)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모색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DSU 개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에
우리 측 역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 분위기상 단
순히 학술적인 의미가 있거나 법리적인 완결성만을 추구하는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이들이 수용할 만한 타협점을 담고 있는
제안이어야 현실성이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제안이 논리적으로 제기되어야 설
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DSU 개정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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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여볼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
러 다양한 쟁점과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과 이슈는 여러 형
태의 무역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들 쟁점과 이슈, 그리고 이에 따른 무역분쟁
은 이전의 전통적인 쟁점, 이슈, 분쟁과는 여러 측면에서 구별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인도, EU 등 국제통상질서 형성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국가들이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노정함에 따라 이러한 분
위기는 국제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조치
중에는 브라질의 자동차 관세 부과, 인도의 불합리한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등 그 위법성이 표면적으로 용이하게 확인되는 조치도 있는 반면, 2019년 일본
의 수출제한 조치에서 목도하는 바와 같이 그 은밀성과 간접성으로 인하여 위
법 여부가 표면적으로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이든 후자의 경우이든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움직임은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국가간 통상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최초 발생 시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
산 움직임을 감지하고 상호 간 보호무역조치의 동결(moratorium)을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는 경제위기 발생 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의사결정 주체로
대두한 G-20 차원에서 이뤄진다.150) 모든 주요 경제체제를 망라하고 있는
G-20 차원에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중요한 진전이며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151) 2008년 경제위기의 부정적 효과가 최초 판단보
다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은 기저에 G-20의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지난 2008년에 확인되었던 여러 국가들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배격 합의를 다시 이끌어내기 어렵게 되었다. 당시의 컨센서스가

150) James BcBride and Andrew Chatzky(2019, 검색일: 2019. 10. 24)
15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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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중국, 브라
질, 인도 등 주요 교역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점차로 강화함에 따라
최초의 컨센서스에 존재하고 있는 선의(good faith)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
결과 점차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다 본질적으로 최근 통상분쟁은 전통적인 또는 일반적인 의미의 무
역장벽(trade barrier in a conventional sense)과는 맥락을 달리하는 조치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여러 관심을 끌고 있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교역제한 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새로운 조치들
은 일단 그 외양 자체가 불분명하여 분쟁 회부 대상인 정부조치(governmental
measure)가 존재하는지 자체가 논란거리이다. 2019년 7월 발생한 한국과 일
본 간 특정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가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는 기존
의 수출규제조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통상분쟁의 대상이 될 조치 자체
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한국은 새로운 수출규제조치의 발동으로 파악하고
WTO에 제소하였다.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 역시 마찬가지이
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소할 수 있는 정부조치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
다. 모두 소비자들과 여행사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조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무역분쟁은 과연 그 대상이 무엇인지
를 확인하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이전의 무역분쟁에서는 보
지 못한 현상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숨은 의도를 파
악하여 이를 먼저 입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시간과 비
용이 투입되는 어려운 과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152) 더구나 새로운 형태의 조
치들은 대부분 정당한 정책목표를 표방하며 도입된다. 가령 국가안보 보호, 환
경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여러 명목으로 정당한 정부정책을 기저에 깔고 조

152) Marc Bacchetta and Cosimo Beverelli(2012, 검색일: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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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제소국이 이러한 조치를 문제 삼자면 이러
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그 숨은 의도가 교역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른 나라 정부의 숨은 의도를 확인하고 이를 적절한 논거
로 입증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당연히 상대국은 자신의 정당한 정책목
표를 반복하여 주장할 것이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관계가
제시되더라도 이를 토대로 기나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승패가 나뉘게 되더라도 패소국이 이에 승복하기가 쉽지 않은 구도로 이어지게
된다.
패소국은 그 결정을 내린 패널과 항소기구가 법리적용을 잘못하였다거나 또
는 협정 자체가 문제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게 된다. 심지어 이를 이유로 패소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 관련 분쟁에서 연이
어 패소한 미국이 협정위반결정이 내려진 조사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
황이나, 보조금 분쟁에서 패소한 중국이 여전히 여러 명목으로 주요 산업 지원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WTO 분쟁해
결절차를 통하여 해당 분쟁이 분명 공식적으로는 종결되었으나 진정으로 해당
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러 명목으로 기존 조치를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
운 조치를 이름만 바꾸어 도입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패소국이 이
행을 거부하는 협정 위반적·비합리적 상황만으로 이를 치부할 것이 아니다. 그
저변에는 제기되는 분쟁의 성격에 비하여 지금 제시된 WTO 협정문들이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일부 자리 잡고 있다. WTO 협정은 점점
커지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다. 물론 법적 규범력은 그대로이나 현실
과 자꾸 유리되다 보니 여러 국가들이 진정으로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새로운 분쟁을 촉발하고, 그 분쟁은
다시 해결되지 않는 일종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작금의 미·중분쟁은 이
사이클을 따르고 있다. WTO 체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불만은 이러한 현상
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입장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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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또는 최소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다.
2019년 12월 국제교역 체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였
다. 다자주의 체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WTO 항소기구는
2019년 12월 11일 자로 그 운용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 대처하
기 위하여 추상적인 이상론 대신 새로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
은 최소한 새로운 형태의 교역제한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쟁논의 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 WTO 패널 및 항소기구와 같은 순수
성·완결성을 담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새로운 조치를 확인하고 논의하여 나
름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지금 국제교역체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그중 하
나는 ‘비구속적 분쟁해결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미 현재 DSU에 이
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거의 사문화된 제
도이다. 이제 새로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일부 손질하여 앞
으로 비구속적 분쟁해결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비구속적 분쟁해결 제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면 DDA 협
상 타결 실패로 초래된 국제사회의 피로감과 위기감을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차선책(Plan B)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구속적 분쟁해결절차가 항소
기구 마비로 제대로 작동되기 힘든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비구속적 분쟁해
결 제도를 적극 모색하여볼 수 있는 분위기이다. 다만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여러 회원국들도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우리 측이 이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성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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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급격하게 변하는 통상환경은 다양하고 새로운 무역이슈들의 등장을
아울러 초래하였다. 과거에는 통상문제라고 판단되지 않던 영역이 새로이 통상
문제로 편입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가령 미·중 간 천연자원 분쟁, 한·일 간 수
출규제 분쟁, 미국의 국가안보 수입제한 조치 등), 또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통상이슈(화웨이 규제, 환율 보조
금, 녹색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 등)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새
로운 무역이슈의 등장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국제사회에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전개되는 통상이슈 및 분쟁의 최근 동향을 평가할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대두되는 현상이 국가주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통상이슈 및
분쟁의 등장이다.
국가안보, 천연자원 수출, 금융시장 규제, 산업육성 정책 채택 등 최근 집중
적으로 제기되는 쟁점들은 기존의 통상이슈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무엇보다 협
정문 자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판정관(패널 및 항소기구)들은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슈들은 대부분 정당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주권
행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WTO 협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국가들은 상당한 시각차를 보
일 수밖에 없다. 미·중 간의 시각차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
하려면 궁극적으로 국가간 시각차를 어떻게 좁히거나 또는 해소할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통상환경의 전개와 분쟁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현 WTO 협정과
부속협정은 이에 대하여 충분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WTO 협정 타결 시점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통상 문제를 예견하기 힘
들었을 뿐 아니라, 설사 예견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간 시각차를 좁힐 수 있
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WTO
협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통상이슈와 분쟁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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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새로운 이슈에 대하여 각 회원국들에 준거점을 제시
할 수 있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1995년 WTO 출범 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등 새로이
통상규범에 포함된 영역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에서 제시되는 규
범은 기본 골격과 방향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구체적인 규범과 해석에 대
해서는 회원국 간 추후 논의와 분쟁의 전개를 통한 명확화에 맡겨둔 성격이 강
하다. 따라서 GATS와 TRIPs와 같이 이미 WTO 협정 체제에 포함된 영역과
관련하여서도 이 협정의 적용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국가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GATS에서의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문제와 TRIPs
에서의 효과적 국내이행(effective domestic enforcement)이 대표적인 사
례다.
이와 같이 새로이 대두되는 통상이슈 및 분쟁에 대하여 WTO 협정 및 부속
협정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국가들 간 입장 차이가 지속적으로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지침이나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설사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고 여기에서 판정이 도출된다 하더라
도 이를 통해 국가간 이견이나 갈등을 진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
렵다. 특정 분쟁의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패소국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국내외
정치적 이유로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지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협정상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WTO 패널이나 항소기구 등에서 판
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입장을 수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의 분쟁에서는 설사 패소 판정을 받은 국가가 충실히 WTO 판정
내용을 국내적으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행은 해당 사안에만 국한된

158 •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이행일 가능성이 크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무역조치가 다
시 도입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입장을 수정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준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목도한 타
방 교역국(가령 승소국)은 패소국의 이러한 조치가 WTO 판정의 내용을 사실
상 형해화하는 조치임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다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하는 등 동일한 성격의 분쟁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경향 역시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국 간 무역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하나가 해결되면 곧바로 다
른 하나로 옮아가고, 한 영역에서 다시 다른 영역으로 전파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 협정 위반국으로 비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회원국 간 신뢰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분쟁의 대상이 된 각국의 조치들은 과연 무역조치(trade measure)
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무역조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역제한 내지 보호무
역 조치에 해당하는지 자체도 금방 확인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그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국 간 입장 차이가 현저하다. 사드
보복조치나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중 및 한일 간 갈등을 생각해보면 이러
한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 조치의 성격과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국가간 심각한 이견이 노정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실관계 등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도 과연 이러한 조치가 WTO 협정 적용 범
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WTO 협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며, 그러한 조항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역
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해당 영역에 관하여
적용되는 여타 국제법 규범(해당 이슈에 적용되는 여타 국제조약 및 협정)이 존
재하는 경우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보호무역주의가 문제이다’라거나 또는 ‘보호무역
주의를 배격한다’라는 추상적인 합의만으로는 현재 제기되는 구체적 통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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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분쟁을 해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파
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간 무역분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격화될 가능
성이 아주 농후하다. 또는 분쟁 대상도 여러 다양한 영역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
성이 있다. 미·중 간의 환율분쟁, 천연자원분쟁 또는 일본·EU와 캐나다 간의
재생에너지 분쟁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분쟁들을 해결하기에는 현재 WTO 패널 및 항소기구는 이들
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법리적 한계로 적절하지 않으며, 대신 WTO 차원의
새로운 논의 절차를 도입하거나 또는 기존의 논의 메커니즘을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비구속적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현재의 TPRM
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일단 한번 검토하여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
도들은 이미 WTO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로 단지 이들을 좀 더 적극적
으로 활용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국가의 부담감도 상대적으
로 적고 현실성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 비구속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DSU 개정 협상 과정에서 비구속적 분쟁해결제
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이러한 분쟁해결제
도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관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53) 특히 비구속적 분쟁
해결제도의 유연성(flexibility)은 무역과 환경 등 무역과 여타 가치(value) 간
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이견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장치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현재 대두되는 여러 새로운 통상 현안
153) Rachel Chiu(2019, 검색일: 2019. 10. 31); John Merrills(2011), p. 2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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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협정문에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협정문에 근거가 있더라
도 명확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조항들을 그대로 새
로운 통상현안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내재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기본적으로 법 규범 자체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
다. 설사 분쟁이 패널 및 항소기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되더라도 패소국
입장에서는 이를 선뜻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 패소국이 판정을 수용하자면 이
결정을 도출한 패널 및 항소기구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
런데 현재 그러한 신뢰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예 판정의 이행을 거
부하거나 또는 이행하더라도 판정의 문제점과 오류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추
후 유사한 조치를 다시 도입한다. 패소국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는 협정 개정이
나 제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나 WTO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구체적
위임이나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구속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법리중심적 접근법의 한계를 보
여준다. 모든 기제가 완벽하게 작동할 때는 이러한 절차가 더없이 효과를 발한
다. 그러나 그 기제의 작동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구속적 절차만 강조하는 것은
참여자의 실망감과 반감만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문제의 조치가 왜 도입
되었고 실제 목표는 무엇이며 숨은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좀 더 탄력적이고 융
통성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시장에서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비구속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한번 모색해볼 수 있다. 정부 규제 정책의 민감한 측면을 다루는 투자분
쟁해결절차에서도 비구속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이루어진다
는 사실도 DSU 개정 측면에서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154)

154) Daniel Weinstein(2019, 검색일: 2019. 10. 25); Esme Shirlow(2016, 검색일: 2019. 10. 25); Chunlei
Zhao(2018, 검색일: 2019. 10. 25) at 111, 113(para. 3), Sections IV.A & IV.B 각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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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협정상 TBT 비구속적 분쟁해결제도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비구속적 분쟁해결제도는 이미 국제분쟁해결절차의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도 이
와 관련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FTA 협정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에 관한 조항을 도입
하여 모든 분쟁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양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패널중재절차 이외의 비구속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주선, 조정 및 중개 절차는 개시와 종료가 언제라도 자유롭게
허용되며 합의 내용은 비공개가 보장된다. 이러한 비소송절차는 해당 FTA의
정규 분쟁해결 절차 이전에, 그리고 정규 절차 중에라도 협의채널을 최대한 확
보하여 제3자에 의해 양국이 상호 합의할 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제도이다.
이미 여러 협정들이 이러한 비구속적 분쟁해결절차인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를 도입한 바 있다.155)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들은 때로
는 분쟁 영역별로 비구속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TBT 분쟁 해결을 위한 기술장벽위원회 또는 조정 메커니즘이 채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FTA 협정들이 TBT 규범상 기술장벽위원회 또는 조정
메커니즘을 구성하여 TBT에 관한 제반의 문제 해결, 협의촉진 및 규제협력 등
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점검하고, 한쪽 당사
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기술규제 개발과 개선에 대한 협력
을 증진하고, 이를 위한 제안사항의 검토를 원활하게 하며, 정보교환과 협의를
촉진할 기본적인 의무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다. 여러 분쟁 사안들을 사실
상 심사하고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TBT 규
155) 한·칠레 FTA 협정 제19.5조, 한·싱가포르 FTA 협정 제20.5조, 한·EFTA FTA 협정 제9.2조, 한·ASEAN
FTA 협정 제4조, 한·인도 FTA 협정 제14.5조, 한·EU FTA 협정 부속서 14-가, 한·캐나다 FTA 협정 제
21.5조, 한·콜롬비아 FTA 협정 제20.6조, 한·중 협정 제20.5조, 한·뉴질랜드 FTA 협정 제19.7조, 한·베트
남 FTA 협정 제15.5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한·페루 FTA 협정, 한·미 FTA 협정, 한·터키 FTA 협정,
한·호주 FTA 협정은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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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들은 기술적 배경을 상당히 수반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러한 정부 간 비
구속적 협의체가 분쟁 해결에는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우선 한·싱가포르 협정은 TBT 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
우, 양 당사국은 최종적으로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최종수단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 따라서 이 경우 명시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페루 협정,
한·미 협정, 한·콜롬비아 협정 및 한·베트남 협정은 TBT 위원회가 TBT 규범
과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경우, 협정상의 협의 절차를 따른다
고 규정한다. 이들 협정상 협의절차는 WTO 분쟁해결제도와 마찬가지로, 패널
절차의 전 단계로 작용하며, 통상적으로 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으면 제소 당사국이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패널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TBT 위원회의 협의는 FTA 분쟁해결절차의 패널절차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된다.
한·인도 협정은 보다 보수적이다. 이 협정은 TBT 또는 SPS 사안과 관련된
분쟁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도록 규정한다.
피제소국 입장에서는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결국 이들 분쟁
은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한·인도 협정과는 달리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 협정은 한·호주 협정과 한·중 협정인데 두 협정은 매우 분명하게,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분쟁해결 절차
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TA 협정상 TBT 제도에 관한 문제
는 해당 FTA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없으며 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
거나 자유로운 포럼선택 원칙에 의거하여 WTO에서 해결하는 방안만을 고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EU FTA 제13장에서도 노동 및 환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비구속적 해
결절차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EU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이 절차를 이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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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으며,156) 그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157)

표 4-1.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내 분쟁해결절차
문제 제기(서면으로 협의요청)
* 시민사회 자문단의 의견 및 협정문 내 상호 관심 사안(any matter)
⇓
정부 간 실무 협의
*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
* 그 해결책이 ILO 등 기구의 활동을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함
* 양측 합의를 조건으로 ILO 등 기구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추가 논의 필요시) 정부 간 협의회 소집
*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결책은 공개
⇓(90일 내 미해결 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2개월 내)
전문가 패널 구성(3인) 및 사안 검토
* 전문가 패널명부(한국 6, EU 6, 제3국 6)
⇓(패널 구성 후 90일 내)
전문가 패널보고서 도출(권고 등)
* 양측 자문단에 보고서 제공
⇓
전문가 패널의 권고 이행 점검
* 정부 간 협의회에서 점검
자료: 저자 작성.

정리하면 이러한 협정들의 경우, 관련 위원회의 역할이 우선 이루어지고, 정
규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제소 메
커니즘, 즉 주선, 조정, 중개를 통한 분쟁해결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156) EU(2019),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july/tradoc_157992.pdf(검색일: 2019. 10. 31).
157) 한·EU FTA 제13.14조, 13.15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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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한·EU FTA NTB 중개 절차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한·중 FTA와 한·EU FTA의 비관세 장벽 중개제도는 비
구속적 분쟁해결제도 도입을 위한 새로운 시도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 채택된 이 제도들은 기존의 분쟁해결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는 WTO
분쟁해결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향
후 WTO DSU 개정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타협안으로 이 제도 또는 이와 유사
한 제도를 적극 제기하여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NTB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 분쟁해
결 절차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대신, 중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158)
중개 제도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국의 합의하에 이뤄지는
절차로,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정 비관세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조치가 한중 FTA와 관련이 있다면 중개
절차를 개시할 것이 장려된다.159)
한·EU FTA는 보다 명시적으로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을 도입하
고 있으며, 비관세문제인 TBT 문제는 중개 메커니즘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제
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EU FTA의 경우 동 협정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은 비농산물
시장접근, 무역구제, TBT 및 SPS 조치, 무역원활화, 원산지 규정, 긴급수입제
한 및 동 협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의 분야별 부속서상
의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모든 비관세 사안에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중개절차
의 개시, 중개인 선정, 중개절차상의 규칙, 종료 및 이행과 분쟁해결제도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60)
158) 한·중 FTA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경우 제5.6조,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경우 제6.15조에
서 분쟁해결의 비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159) 한·중 FTA 분쟁해결 장의 제20.5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참조.
제20.5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특히 한쪽 당사국
이 특정 비관세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상품에 대한 시장접
근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련되며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믿는 때에는 중개 절차를 개시할 것이 장려된다.
160) 한·EU FTA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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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개 메커니즘은 당사국이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적시하고 그 조치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및 어떻게 그
조치와 무역효과가 연결되는지를 판단하여 설명하는 서면을 함께 요청하면 언
제라도 개시될 수 있다.161)
중개절차 요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상대 당사국은 서면으로 응답을 제공하
고, 서면 응답 접수 후 15일 이내에 중개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합
의할 수 없는 경우 추첨요청에 의해 15일 이내에 추첨하여 선정한다. 이러한
기한은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한에 의한 엄격하고 강제적
인 절차 진행보다는 신축적인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한·EU FTA에 따르면 중개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중개의 가장 적절한 방법,
특히 양 당사자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인지, 관련 전문가 및 이
해당사자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들과 협의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중개인
은 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양 당사자가 고려할 만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조치가 동 협정에 합치하는지를 고려해서는 안 되고, 그 조치의 정
책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의문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62)

161) 한·EU FTA 부속서 14-가 제2조, 제3조 참조.
제2조 (적용범위) 중개 메커니즘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양 당사자 간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 접근)과 이에 속하는 부속서상의 것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시
장접근1)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제3조 (중개절차의 개시)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중개절차에 임하도록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 그러
한 요청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된다. 그 요청은 요청 당사자의 우려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충분히 자세해야 하고, 다음이어야 한다.
가.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적시할 것
나. 그 조치가 양 당사자 간 무역에 미치는 것으로 요청 당사자가 믿는 주장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진술을
제공할 것, 그리고
다. 그러한 무역 효과가 어떻게 그 조치와 연결된다고 요청당사자가 판단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
2.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그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그 요청의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서면 응답을 제공한다.
162) 한·EU FTA 부속서 14-가 제7조 참조.
제7조 (분쟁해결과의 관계) 1. 중개 메커니즘상의 절차는 이 협정 또는 다른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근
거로서 작용하도록 의도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그러한 분쟁해결절차에서 증거로서 다음에 의존하거나 이를
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중개절차 과정에서 다른 쪽 당사자가 취한 입장
나. 중개의 대상이 된 비관세조치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쪽 당사자가 수용할 의향을 보였다는 사실, 또는
다. 중개인이 제시한 제안
2. 중개 메커니즘은 제14장(분쟁해결)상의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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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개의 규칙은 정규 분쟁해결절차와 다른 부분이며, 중개의 근본적
인 목적이 시시비비를 가르는 분쟁해결이 아니라 상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해결방법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한·EU FTA에 따르면 중개 절차는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중개에 의한 해
결합의 서명일에, 당사국 간의 상호 합의일에, 중개인의 중개노력 중단 서면선
언으로, 또는 한쪽 당사국의 서면선언으로 완료되며 중개절차 내용은 비밀이
유지된다.163)
중개 절차의 종료 사유를 보면, 중개를 통한 분쟁해결과 상호 합의 도출과 같
이 긍정적인 중개 효과에 의한 종료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중개인이 ‘추가적인
중개 노력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서면으로’ 선언하
는 경우나 또는 ‘중개 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한 후 그리고 중
개인 자문 의견 및 제안을 고려한 후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종료를 선
언하는 경우도 중개절차 종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중개절차의 특
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양 당사국은 중개절차를 통해 합의된 해결책을 과도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며, 중개 메커니즘으로 동 협정 제14장의 분쟁해결상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개 메커니즘을 이용했다고 하여
정규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개 메커니즘상의 절차가 동 협정 또는 다른 협정(가령 WTO 분쟁해결
절차)상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근거로서 작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절차 과정에서 다른 당사국이 취한 입장, 해결책을 다른 당사국이 수용할
의향을 보였다는 사실 또는 중개인이 제시한 제안을 다른 분쟁해결절차에서 증

163) 한·EU FTA 부속서 14-가 제5조 중개절차 규칙 참조.
제5조 (중개절차 규칙) 1. 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중개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중개인의 임명으로부터 10일 이
내에 문제에 대한 상세한 기술, 특히 문제가 되는 조치의 운영 및 그 무역 효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중개인
과 다른 한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 제출을 전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는 문제
의 기술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관련된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를 자
신의 기술 또는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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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개절차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나) 협정 해석 문제 활성화
WTO 설립협정 제9조 2항은 각료이사회 및 일반이사회가 WTO 협정 해석
을 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4년간 이러한
권한은 한 번도 행사된 바 없다. 이제 기존 협정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또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바, 차제
에 이러한 해석기능을 실제 발동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분쟁해결절차의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구체적 방안을 지금 논의되는 WTO DSU 개정 작업 맥락에서도 함께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무역정책검토제도 확대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통상 이슈는 국가주권과 통상협정의 접점에 대한 문
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쟁점들이 있었으나 최
근 사안들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이 문제는 다시 통상협정의 적용범
위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과연 통상협정이 통상에 영향을 초래
한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한 정부정책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
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환율정책과 거시금융정책에 통상협정이
적용되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배경이다. 국가들의 입장은 여기에서 날
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의 통상분쟁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령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한 분쟁은 여전히 이어진다.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다툼도 여전하다. 이들 전통적인 분쟁은 그 나름의 길을 찾아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형태의 통상분쟁이 더하여지는 형국이다. 여러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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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더욱 부담스럽다. 결국 보호무역
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통상협정이 허용하는 각국 정부의 정당한 권한의 범위 그리고 그
행사 방식에 대하여 많은 국가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최초 WTO 출
범 시에는 이에 대하여 대략적인 의견의 합치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국제
관계가 변하고 국내상황이 요동치며 경제활동도 진화함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공통의 생각이 차지하는 영역이 넓지 않게 되었다. 현재 통상협정의 본
질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협정문에 이들 문제와 관련된 여러 연결고리는 물론
있으나 이들이 구체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때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
시 여러 국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서둘러 봉합한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지금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구체화를 시도하면 이에 반발하는 국가들이 불가피
하게 발생한다. 동일한 문안을 두고도 회원국 간 기본적인 시각 및 견해 차이에
따라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쟁해결절차도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때로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규범에 따라 재단된다고 생각하는 국
가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덤핑 조사에서의 제로잉 조치 관련 분쟁에서 미
국의 입장이 바로 그러하다. 미국은 패널 및 항소기구가 회원국이 합의하지 못
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규범을 창출하려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패널 및 항소기구의 정당한 협정 해석 및 적용이라고 반박하였
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제로잉 분
쟁에서도 결국 미국의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름과 형태를 바
꾸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분쟁해결절차의 기계적 종결에만 방점을 두게 되
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절차는 종결되었고 패소국은
확정되었으나 분쟁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물론 의도적으로 패널 및 항소기구 판정을 무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
나 때로 패소국은 자신의 조치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WTO 분쟁해결기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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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주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행 자체를 거
부하거나 형식적 이행 이후 사실상 동일한 조치를 재도입하는 방식으로 반응하
게 된다. 최대한 이행절차를 길게 끌어 시간을 소진하는 것은 물론이다. 승소한
상대방은 이러한 상황에 더욱 좌절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패소국
을 비난하며 양국 관계는 악화된다. 분쟁해결절차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
니라 분쟁을 만들고 격화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
문이다. 기존의 구속적분쟁해결절차가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이제 새로운 형
태의 분쟁에 있어서는 그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인식에 기초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
하여야 한다. 법적 구속력과 절차적 완결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
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고민하여 보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금의 긴장관계는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분쟁은 새로운 분쟁을 초래하며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WTO
체제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TPRM의 확대 및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164)
예를 들어 TPRM을 보다 내실화하여 심사 대상국에 대한 여러 현안들을 점
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만약 특정 조치가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기회를 보장
하고 이에 대하여 대상국도 내실 있는 답변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
리고 여러 회원국들이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각각의 의견을 개진토록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164) TPRM 제도 30주년을 기념하여 WTO 사무국에서는 2019년 11월 27일 고위급 회의를 주관하여 각국의 무
역 정책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정부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TPRM을 더욱 확대하고 개선시키는 방안을 논의
하기로 하였다. World Trade Organization, 30 years of the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tprm30_e.htm(검색일: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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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리하여 그 국가의 TPRM 보고서에 담게 된다면 대상국이 관련 조치를
변경 내지 철폐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때로는 대상국의 조치가 충분
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 일단 최
소한 해당 조치에 대한 회원국 차원의 집단적 지혜는 모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이 정리
된다면 때로는 패널보고서 못지 않은 영향력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회원국의 집단적 지혜를 통한 객관적 평가절차의 도입을 통해 경우에 따라서
신뢰도가 저하된 판정관이 도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패널 결정 내지 항소
기구 결정보다 회원국 입장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 당사국
간 우호적 관계 유지에도 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패널절차
및 항소기구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며 운용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TPRM 절차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로 제기된 조치에 대한 개선사항 및 개선상황에 대하여 해당국
이 일정 시점 경과 후 중간보고를 실시하도록 하여, 점진적인 제도 개선의 효과
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TPRM 제도를 통하여 WTO 회원국 간 일종의 ‘naming
and shaming’을 제도화하자는 취지다.165)
TPRM을 보다 강화하자는 제안은 기존 분쟁해결체제를 완전히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분쟁해결절차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때로는 법적 구
속력이 담보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
한 분쟁해결절차보다 회원국 간 객관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나은 분쟁도 있기 마련이다. 최근 통상 현안은 이러한 후자의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형태의 분쟁해결체제를 공존시키며 각각의 형태
에 맞게 회원국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이미 현재의
165) TPRM은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를 토대로 WTO의 일반 이사회에서 진행된다. WTO 사무
국은 회원국이 제출한 사실을 토대로 작성한 요약과 함께 사무국의 의견을 작성한다. 그러나 무역정책검토제
도는 사실상 상호 평가(peer-group assessment) 제도이다. World Trade Organization, “Overseeing
National Trade Policies: the TPRM”,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tp_int_e.htm(검색
일: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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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잘 알고 있다. 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장치로 비구속적 분쟁해결절차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분쟁해결제도와 TPRM 제도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보유하
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현재 대두되고 있는 다양
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166)
현재 TPRM 제도 개선 논의는 단지 이 제도의 절차적 측면 내지 형식적 측면
의 개선을 주요 의제로 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함께 이 제도를 실질
적으로 어떻게 보다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역시 동시에 전
개될 필요가 있다.
제도 자체에 새로운 권위적 요소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식적, 절차적
측면의 개정은 이 제도의 효용성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기본적으로 한계
가 있을 것이다.

16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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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혁 논의가 2018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
29일 개최된 G-20 회의에서도 WTO 개혁 논의가 화두로 등장하고 이에 대하
여 여러 국가들이 공감대를 표시함에 따라 앞으로 더욱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WTO 차원에서도 이미 MC 12(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2020년 6월
개최계획이 2021년 6월로 연기)를 대비하여 타결 가능한 현안에 대한 최종 정
리작업에 나름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수산보조금, 산업보조금, 국영기
업 규범, 개도국 지위 조정 문제가 대표적이다. WTO DSU 개정 문제 역시 타
결이 가능한 영역 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그간의 오랜 협상으로 주요 쟁점이
정리되었고 지금 미국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다른 이슈의 타결
역시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 문제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2020~21년에 걸쳐 DSU 개정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및
협상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나라의 의견도 적극 개진하여 새로운
DSU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한 제도로 도입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DSU 개정 문제는 그간 20여년에 걸쳐 논의되
어온 DSU 개정 문제와는 기본 방향 자체가 다른 것으로 차제에 새로운 방향 전
환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논의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화’ 강화와 패널·항소기구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었다면 지금 논의되는 제도는 ‘사법화’ 약화와 항소기구 권한 축소,
그리고 회원국 권한 강화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
리 측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논의 흐름에 부합하는 쟁점을 제
기하고 우리 측 입장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표명하는 것이 앞으로 시급한 과
제가 되었다.

174 •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미국, EU, 캐나다 등은 이미 새로운 협상을 위한 여러 제안들을 제시하였으
며 이 중 일부는 합리적인 대안도 있고 일부는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쟁점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찬반 입장과 그 논리를 구체적으
로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쟁점이 대해서는 우리나
라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가 때로는 협상 결과의 전체적인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
이다. 가령 WTO 분쟁해결절차의 획일성을 탈피하는 비구속적 분쟁해결제도
의 활성화, TPRM 제도의 강화로 분쟁사안 일부 흡수, WTO 회원국의 협정 해
석권한 적용, 파기환송 제도 도입 문제 등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어 우리 측 논리에 따라 일정 부분 새로운 DSU
개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
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내재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공개된 자료와 언급은 제한
적이고 비공개된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국가들 간 논의가 이루어지며 여
러 형태의 문서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전제하고 이 연구
에서는 여러 공개된 자료와 언급을 토대로 향후 DSU 개정 문제가 어떠한 방식
으로 전개될 것인지 WTO 개혁 논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앞
으로 WTO 분쟁해결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정비 내지 변경될 것인지를 개괄
적으로라도 파악한다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데
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교역에 사활을 걸고 있
는 국가 입장에서는 다자주의 체제가 가장 유리한 교역환경이고, 다자주의 체
제의 핵심은 안정적인 분쟁해결제도의 운용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분쟁해결
제도가 미흡하나마 그래도 다자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요소를 구비한 상태로 유
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 수출·수입 제한조치
의 철폐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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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WTO 설립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대상범위 및 적용
1.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는 이 양해의 부록 1에 연결된 협정(이하 “대상협정”이라 한다)의 협의 및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쟁에 적용된다. 또한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
협정”이라 한다) 및 이 양해만을 고려하거나 동 협정 및 양해를 다른 대상협정과 함께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이 양해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의무에 관한 회원국 간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2.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는 이 양해의 부록 2에 명시된 대상협정에 포함된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
칙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가 부록 2에 명시된 대상협정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와 상이한 경우 부록 2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가 우선한다. 2개 이상의 대상협
정상의 규칙 및 절차가 관련되는 분쟁에 있어서,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대상협정들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가 서로 상충하고,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적용할 규칙 및 절차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분쟁해결기구의 의장은 분쟁당사자와 협의하여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
청 후 10일 이내에 적용할 규칙 및 절차를 확정한다.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가능한 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는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
에 따른다.
제 2 조 실시
1. 이 규칙과 절차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대상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대상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
결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쟁해결기구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 및 항소기
구보고서를 채택하며, 판정 및 권고의 이행상황을 감독하고,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및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허가하
는 권한을 갖는다. 복수국간무역협정인 대상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 이 양해에서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당해 복수국간무역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만을 지칭한다. 분쟁해결기구가 복수국간무역협정의 분쟁해결규정을
집행하는 경우 오직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만이 그 분쟁에 관하여 분쟁해결기구가 취하는 결정이나 조치에 참
여할 수 있다.
2. 분쟁해결기구는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각각의 소관 대상협정의 규정과 관련된 분쟁의 진전상
황을 통보한다.
3. 분쟁해결기구는 이 양해에 규정된 시한 내에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4.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기구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컨센서스에 의한다. (Re.1)
(Remark 1) 결정 채택 시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중 어떠한 회원국도 그 결정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
대를 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검토를 위해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컨센서스로 결정하였다고 간주된다.
제 3 조 일반 규정
1. 회원국은 지금까지 1947년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 적용되어온 분쟁관리원칙과 이
양해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고 수정된 규칙 및 절차를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2.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는 다자간무역체제에 안전과 예견가능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이다.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은 이 제도가 대상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대상협정의 현존 조항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정은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3. 회원국이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하여 침해
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수행과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4.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나 판정은 이 양해 및 대상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사안의 만족스러운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중재판정을 포함하여 대상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한 모든 해결책은 그 대
상협정에 합치되어야 하며, 그 협정에 따라 회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그 협정의 목적달
성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대상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해결책은 분쟁해결기구,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통지되며, 여기에서 회원국은 그 해결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7. 제소하기 전에 회원국은 이 절차에 따른 제소가 유익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한다. 분쟁해결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가 상호 수락할 수 있으며 대상협정과 합치하는 해결
책이 명백히 선호되어야 한다.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없을 때에는 분쟁해결제도의 첫 번째 목표는 통상 그 조치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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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협정에 대한 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동 조치의 철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가
비현실적일 경우에만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조치의 철회 시까지 잠정조치로서 보상의 제공에 의지할 수 있다. 이 양
해가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하는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후의 구제수단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에 따르는 것을 조건
으로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8.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 사례
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규칙위반이 동 대상협정의 당사국인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됨을 의미하며, 이 경우 피소국이 제소국의 협정의무 위반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여야 한다.
9. 이 양해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복수국간무역협정인 대상협정에 따른 결정을 통하여 대상협정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0. 조정의 요청 및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이 투쟁적인 행위로 의도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분쟁이 발생
하는 경우 모든 회원국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이 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또한 별개의 사안에
대한 제소 및 반소는 연계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11. 이 양해는 대상협정의 협의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협의요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1947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나 대상협정
의 선행협정에 따라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분쟁의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유효한 관련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가 계속 적용된다. (Re.2)
(Remark 2) 이 항은 그 분쟁에 대한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거나 완전히 집행되지 못한 분쟁에도 적용된다.
12.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협정에 기초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이 선진국회원국에 대하여 제소하는 경우, 이러한 제
소국은 이 양해의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2조에 포함된 규정 대신 1966년 4월 5일자 결정(BISD 14S/18)의
상응하는 규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패널이 그 결정 제7항에 규정된 시한이 보고서를 마련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제소국과 합의된 경우 그 시한은 연장될 수 있다.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2조의
규칙 및 절차와 동 결정의 상응하는 규칙 및 절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제 4 조 협의
1. 회원국은 회원국이 활용하는 협의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개선하려는 결의를 확인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 안에서 취하여진 조치로서 대상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다른 회원
국이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과 적절한 협의기회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Re.3)
(Remark 3) 회원국의 영토 안에서 지역 또는 지방정부나 당국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와 관련하여 다른 대상협정의
규정이 이 항의 규정과 상이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다른 대상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3. 협의요청이 대상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그 요청을 접수한 회원국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하며, 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한다. 회원국이 요청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또는 달리 상호 합의 한 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개최를 요청한 회원국은 직접 패널의 설
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이러한 모든 협의요청은 협의요청회원국에 의하여 분쟁해결기구 및 관련 이사회와 위원회에 통보된다. 모든 협의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며, 협의요청 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치의 명시 및 제소에 대한 법적 근거의 제시를 포함한
협의요청사유를 제시한다.
5. 대상협정의 규정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 양해에 의거하여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회원국은 사안의 만족
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여야 한다.
6. 협의는 비공개이며 다음 단계에서의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7.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당사자가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했다고 공동으로 간주하는 경우, 제소국은 위의 60일 기간 중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8.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회원국은 요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협
의요청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9.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분쟁당사자와 패널 및 항소기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절차의 진
행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0. 협의과정에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문제점과 이익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11. 협의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이 1994년 GATT 제22조제1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 제1항 또는 그 밖
의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규정(Re.4)에 따라 개최되는 협의에 대하여 실질적인 무역상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러한 회원국은 위의 조항에 따른 협의요청 문서가 배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원국 및
분쟁해결기구에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회원국은 협의요청을 받은 회원국이 실질적인 이
해관계에 대한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협의에 동참한다. 이 경우 이들은 동 사실을 분쟁해
결기구에 통보한다. 협의에 동참하기 위한 요청이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참여를 요청한 회원국은 1994년
도 GATT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Remark 4)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협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농업에 관한 협정 제19조,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11조제1항, 섬유및의류에 관한 협정 제8
조제4항,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4조제1항,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제8조, 199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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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7조제2항,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9조제2항, 선적
전검사에 관한 협정 제7조,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7조,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제6조, 보조금및상계조치
에 관한 협정 제30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14조,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64조제1항, 그
리고 각 협정의 소관기구가 결정하고 분쟁해결기구에 통보되는 모든 복수국간무역협정에 상응하는 협의조항.
제 5 조 주선, 조정 및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취해지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의 절차, 특히 이러한 절차의 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가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절
차에 따른 다음 단계의 과정에서의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언제든지 개시되고 종료될
수 있다. 일단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가 종료되면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소국은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을 허용한 후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과정이 분
쟁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국은 위의 60일의 기간 중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는 패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수 있다.
6.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할 수 있다.
제 6 조 패널설치
1.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설치요청이 의제로 상정되는 첫 번째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컨센서스로 패널을 설
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늦어도 그 분쟁해결기구 회의의 다음 번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
에서 패널이 설치된다. (Re.5)
(Remark 5) 제소국이 요청 시, 최소한 10일의 사전공고 후, 요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동
목적을 위하여 개최된다.
2. 패널설치는 서면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은 협의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문제가 된 특정 조치를 명
시하며,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문을 제시한다. 제소국이 표준
위임사항과 상이한 위임사항을 갖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에는 제안하고자 하는 특별위임사항
의 문안이 포함한다.
제 7조 패널의 위임사항
1.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위임사항을 부여받는다. “(분
쟁당사자가 인용하는 대상협정명)의 관련 규정에 따라(당사자 국명)이 문서번호 …… 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한
문제를 조사하고, 분쟁해결기구가 동 협정에 규정된 권고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조사결과를 작성한다.”
2.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인용하는 모든 대상협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3. 패널설치 시 분쟁해결기구는 분쟁해결기구 의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분쟁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패널의 위임사항을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작성된 패널의 위임사항은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표준위임사항이 아닌 다른 위임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제 8 조 패널구성
1. 패널은 패널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패널에 자기 나라의 입장을 개진한 경력이 있는 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대표나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대상협정이나 그 협정의 선행협정의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제무역법이나 국제무
역정책에 대하여 가르치거나 저술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회원국의 고위급 무역정책 관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정부 및 또는 비정부인사로 구성된다.
2.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충분히 다양한 배경 및 광범위한 경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3. 자기나라 정부가 분쟁당사자인(Re.6) 회원국의 국민 또는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국민은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을 담당하는 패널의 위원이 되지 아니한다.
(Remark 6)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이 분쟁의 일방당사자인 경우, 이 조항은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의 모든 회원
국의 국민에게 적용된다.
4. 패널위원의 선정을 돕기 위하여 사무국은 제1항에 기술된 자격요건을 갖춘 정부 및 비정부인사의 명부를 유지하
며, 동 명부로부터 적절히 패널위원이 선정될 수 있다. 명부는 1984년 11월 30일 작성된 비정부패널위원명부
(BISD 31S/9) 및 대상협정에 따라 작성된 그 밖의 명부 및 목록을 포함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시의 명부
및 목록에 등재된 인사들의 이름을 유지한다. 회원국은 명부에 포함시킬 정부 및 비정부인사의 이름을 이들의 국제
무역에 대한 지식 및 대상협정의 분야 또는 주제에 대한 지식에 관한 정보와 함께 정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
들의 이름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은 후 명부에 추가로 등재된다. 명부에는 등재된 각 인사별로 구체적인 경험
분야 또는 대상협정의 분야나 주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명시된다.
5.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위원으로 패널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패널구성은 회원국에게 신속히 통보된다.
6. 사무국은 분쟁당사자에게 패널위원 후보자를 제의한다. 분쟁당사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 패널위원
후보자를 거부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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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패널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일방 분쟁당
사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관련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협정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국과 협의 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패널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패널의 구성을 확정한다.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
원국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진 패널의 구성을 통보한다.
8.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자기나라의 관리가 패널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9. 패널위원은 정부대표나 기구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패널에 계류 중인 사안
과 관련하여 패널위원에게 지시를 내리지 아니하며, 개인자격인 패널위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0. 선진국회원국과 개발도상회원국 간의 분쟁 시 개발도상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
도상회원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11. 여행경비 및 일당을 포함한 패널위원의 경비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가 예산, 재정 및 관리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채택한 기준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예산으로 충당된다.
제 9 조 복수제소자를 위한 절차
1. 2개 이상의 회원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
하여 모든 관련 회원국의 권리를 고려하여 단일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하
여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나 단일 패널이 설치되어야 한다.
2. 단일 패널은 별도의 패널이 설치되어 제소내용을 조사하였을 경우에 분쟁당사국이 향유하였을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사작업을 체계화하고 조사결과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시한다. 일방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패
널은 관련 분쟁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제소국은 다른 제소국의 서면입장을 입수할 수 있으며, 각 제
소국은 다른 제소국이 패널에 자기나라의 입장을 제시하는 때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3.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패널이 구성되는 경우, 가능한 한 최대한도
로 동일한 패널위원이 각각의 패널에서 패널위원이 되며 이러한 분쟁에서의 패널과정을 위한 일정은 조화된다.
제 10 조 제3자
1. 분쟁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협정상의 다른 회원국의 이해관계는 패널과정에서 충분
히 고려된다.
2.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기나라의 이해관계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 회원국
(이하 “제3자”라 한다)은 패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서면입장을 패널에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서면입장은 분쟁당사자에게 전달되며 패널보고서에 반영된다.
3. 제3자는 제1차 패널회의에 제출되는 분쟁당사자의 서면입장을 입수한다.
4. 만일 제3자가 이미 패널과정의 대상이 되는 조치로 인하여 대상협정에 따라 자기나라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이 양해에 따른 정상적인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은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나 원패널에 회부된다.
제 11 조 패널의 기능
패널의 기능은 분쟁해결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
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대상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결과를 작성한다. 패널은 분쟁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
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2 조 패널절차
1. 패널은 분쟁당사자와의 협의 후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3의 작업절차를 따른다.
2. 패널절차는 패널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면서 질이 높은 패널보고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
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와의 협의 후 패널위원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가능한 언제나 패널의 구성 및 위임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후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관련이 있는 경우 제4조제9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패널과
정에 관한 일정을 확정한다.
4. 패널과정에 관한 일정 결정 시 패널은 분쟁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5.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서면입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정확한 마감시한을 설정해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동 마감시한
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각 분쟁당사자는 패널과 그 밖의 분쟁당사자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자기나라의 서면입장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패
널이 제3항에 언급된 일정 확정 시 분쟁당사자와 협의 후 분쟁당사자가 제1차 서면입장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국은 피소국보다 먼저 제1차 서면입장을 제출한다. 제1차 서면입장을 순차적으로 기
탁하기로 한 경우, 패널은 피소국의 입장 접수시한을 확고하게 설정한다. 그 후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입장은 동시
에 제출된다.
7. 분쟁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패널은 서면보고서 형식으로 자신의 조사결
과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한다. 이 경우 패널보고서는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 및 자신이
내린 조사결과와 권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 간에 해결책이 발견된 경우 패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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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안의 간략한 서술과 해결책이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데 국한된다.
8. 절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종보고서
가 분쟁당사자에게 제시되는 날까지의 패널이 자신의 검토를 수행하는 기간은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
지 아니한다.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패널은 3개월 이내에 패널보고서를 분쟁당사자에
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 패널이 6개월 이내에 또는 긴급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패널은
지연사유를 패널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분쟁해결기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패널설치로부터 회원국에게 보고서를 배포할 때까지의 기간이 9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개발도상회원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 분쟁당사자는 제4조 제7항 및 제8항에 설정된 기간을 연장하
는 데 합의할 수 있다. 만일 관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당사자가 협의종료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
해결기구 의장은 분쟁당사자와의 협의 후 관련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 및 연장할 경우 얼마만큼 연장할 것인
지를 결정한다. 또한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제소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패널은 동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기 나라
의 논거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이 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1.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개발도상회원국인 경우,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절차의 과정에서 개발도상회원국
이 제기한 대상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어떤 형태로 고려하였는지를 명시적으로 적시한다.
12. 패널은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작업을 정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지하는 경우, 이 조의 제8항 및 제9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에 명시된 시한은 작업이 정지
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의 작업이 12개월 이상 정지되는 경우에는 동 패널설치 권한이 소멸된다.
제 13 조 정보요청권리
1. 각 패널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
러나 패널은 회원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나 자문을 구하기 전에 동 회원국의
당국에 통보한다. 패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국은 언제나 신속히 그리고
충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밀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동 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개인, 기관 또는 당국
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패널은 모든 관련 출처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정 측면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
할 수 있다. 패널은 일방 분쟁당사자가 제기하는 과학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사실문제에 관하여 전
문가검토단에게 서면 자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단의 설치에 관한 규칙 및 검토단의 절차는 부록 4
에 규정되어 있다.
제 14 조 비공개성
1.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패널보고서는 제공된 정보 및 행하여진 진술내용에 비추어 분쟁당사자의 참석 없이 작성된다.
3. 개별 패널위원이 패널보고서에서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제 15 조 잠정검토단계
1. 패널은 반박 서면입장 및 구두주장을 심리한 후 자신의 보고서 초안 중 서술적인 부분(사실 및 주장)을 분쟁당사자
에게 제시한다. 패널이 설정한 기간 내에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논평을 제출한다.
2. 분쟁당사자로부터 논평을 접수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패널은 서술부분과 패널의 조사결과 및 결론
을 모두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다. 분쟁당사자는 패널이 정한 기간 내에 잠정보고서의 특
정 부분을 최종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되기 전에 잠정검토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일방 분쟁당사
자가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분쟁당사자와 서면 논평에 명시된 문제에 관하여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논평기
간 내에 어떤 분쟁당사자도 논평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보고서는 최종 패널보고서로 간주되며 신속히 회
원국에게 배포된다.
3. 최종 패널보고서의 조사결과는 잠정검토단계에서 이루어진 주장에 대한 토의를 포함한다. 잠정검토단계는 제12
조제8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서 진행된다.
제 16 조 패널보고서의 채택
1. 회원국에게 패널보고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는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을 위한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패널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적어도 동 패널보고서가 심의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개최되기 10일 이전
에 회원국에게 배포되도록 자신의 이의를 설명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3. 분쟁당사자는 분쟁해결기구의 패널보고서에 대한 심의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견해는 충실히
기록된다.
4. 일방 분쟁당사자가 정식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자기나라의 상소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분쟁해결기구가 컨센
서스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보고서는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Re.7)에서 채택된다. 일방 분쟁당사자가 자기 나라의 상소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패
널보고서는 상소절차 종료 후까지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을 위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채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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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원국이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자기나라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Remark 7) 분쟁해결기구의 회의가 이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계획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기구의 회의가 동 목적을 위하여 소집된다.
제 17 조 상소심의
상설항소기구
1. 분쟁해결기구는 상설항소기구를 설치한다. 항소기구는 패널사안으로부터의 상소를 심의한다. 동 기구는 7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3인이 하나의 사건을 담당한다. 항소기구 위원은 교대로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교대는 항소
기구의 작업절차에 정해진다.
2. 분쟁해결기구는 4년 임기의 항소기구위원을 임명하며 각 항소기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세계
무역기구협정 발효 직후 임명되는 7인 중 3인의 임기는 2년 후 만료되며, 이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결원은 발생할
때마다 충원된다.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항소기구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임명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
안 항소기구위원의 직을 수행한다.
3. 항소기구는 법률, 국제무역 및 대상협정 전반의 주제에 대하여 입증된 전문지식을 갖춘 인정된 권위자로 구성된
다. 항소기구위원은 어느 정부와도 연관되지 아니한다. 항소기구위원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을 폭넓게 대표한다.
모든 항소기구위원은 어느 때라도 단기간의 통지로 이용가능 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활동 및 그 밖의
관련 활동을 계속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항소기구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의 충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쟁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4. 분쟁당사자만이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상소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안에 대
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통지한 제3자는 항소기구에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항소기구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일방 분쟁당사자가 자기 나라의 상소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항소기구가 자신의 보고서를
배포하는 날까지의 절차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자신의 일정 확정 시 항소기구는 관련되는 경우 제4조제9
항의 규정을 고려한다. 항소기구는 60일 이내에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지연사
유를 보고서 제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서면으로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절차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6.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된다.
7. 항소기구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행정적 및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8. 여행경비 및 수당을 포함하여 항소기구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재정 및 관리위원회의 권
고에 근거하여 일반이사회가 채택하는 기준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상소절차
9. 항소기구는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업절차를 작성하며, 동 작업절차는 회원국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된다.
10. 항소기구의 심의과정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항소기구보고서는 제공된 정보 및 행하여진 진술내용에 비추어 분쟁
당사자의 참석 없이 작성된다.
11. 항소기구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항소기구위원의 견해는 익명으로 한다.
12. 항소기구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각각의 문제를 상소심의과정에서 검토한다.
13. 항소기구는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항소기구보고서의 채택
14. 항소기구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된 후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동 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
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해결기구는 이를 채택하며 분쟁당사자는 동 보고서를 무조건 수락한다. (Re.8)
동 채택절차는 회원국이 항소기구보고서에 대하여 자기 나라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Remark 8) 분쟁해결기구의 회의가 동 기간 중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목적을 위하여 분쟁해결기구 회의
가 소집된다.
제 18 조 패널 또는 항소기구와의 의사소통
1. 패널 또는 항소기구가 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패널 또는 항소기구와 일방 분쟁당사자만의 의사소통이 있어서
는 아니 된다.
2. 패널이나 항소기구에 제출되는 서면입장은 비밀로서 취급되나 분쟁당사자는 이를 입수할 수 있다. 이 양해의 어느
규정도 분쟁당사자가 자기 나라의 입장에 관한 진술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패널이나 항소기구에 제출한 정보로서 비밀이라고 지정한 경우 이를 비밀로 취급한다. 또한 분쟁당사자는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서면입장에 포함된 공개가능한 정보의 평문 요약문을 제공한다.
제 19 조 패널 및 항소기구의 권고
1. 패널 또는 항소기구는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 (Re.9)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 (Re.10) 자신의 권고에 추가하여 패널 또는 항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권
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Remark 9) “관련 회원국”은 패널이나 항소기구 권고의 대상이 되는 분쟁당사국이다.

198 •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Remark 10) 1994년도 GATT 또는 다른 대상협정의 위반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는 제
26조를 참고 바람.
2. 제3조제2항에 따라 패널과 항소기구는 자신의 조사결과와 권고에서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없다.
제 20 조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시한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가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
의 채택을 심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9개월을, 상소를 제기한 경우
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제12조제9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로 소요된 시간은 동 기간에 합산된다.
제 21 조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1.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또는 판정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모든 회원국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2. 분쟁해결의 대상이 된 조치와 관련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3.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Re.11)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관련 회원국은 분쟁
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자기나라의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권고 및 판정의 즉각적인 준수
가 실현불가능한 경우, 관련 회원국은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받는다. 합리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다.
(Remark 11)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이 기간 중 계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동 목적을 위하여 분쟁해결기구 회의
가 소집된다.
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 회원국이 제의하는 기간. 또는 이러한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나. 권고 및 판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기간.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
에는,
다. 권고 및 판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속적인 중재를 통하여 확정되는 기간. (Re.12) 이러한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Re.13)을 위한 지침은 패널 또는 항소기구 권고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패널 또는 항소
기구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동
기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Remark 12) 사안을 중재에 회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사
무총장은 당사국과 협의한 후 10일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한다.
(Remark 13) “중재인”이라는 표현은 개인 혹은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패널 또는 항소기구가 제12조제9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기구가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
는 한 1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패널 또는 항소기구가 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적으로 소
요된 기간은 동 15개월의 기간에 합산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총 기간은 18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권고 및 판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여부 또는 동 조치가 대상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가능한 한 원패널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분쟁해결절차
의 이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배포한다. 패널이 동 시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패널보고서 제출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서면
으로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6. 분쟁해결기구는 채택된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모든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
된 후 언제라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권고
나 판정의 이행문제는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합리적 이행기간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분쟁해결기구 회의
의 의제에 상정되며, 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분쟁해결기구의 의제에 남는다. 이러한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한 10일 전까지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상황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분
쟁해결기구에 제출한다.
7. 개발도상회원국이 제소국인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8. 개발도상회원국이 제소국인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제소대상조치
가 무역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동 조치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다.
제 22 조 보상 및 양허의 정지
1.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할 수 있
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보상이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관련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하는 권고의 완전한 이행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
하여야 한다.
2. 관련 회원국이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확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상협정위반으로 판정이 난 조치를 동 협정
에 합치시키지 아니하거나 달리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보상의 마련을 위하여 협상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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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제소국은 다음의 원칙과 절차를 적용한다.
가. 일반적인 원칙은 제소국은 패널 또는 항소기구가 위반 또는 그 밖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었다고 판정을 내린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동 제소국이 동일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다.
다. 동 제소국이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
이며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다른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다.
라. 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동 제소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패널 또는 항소기구가 위반 또는 그 밖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었다고 판정을 내린 분야 또는 협정상의 무
역, 그리고 동 무역이 제소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2) 무효화 또는 침해에 관련된 보다 더 광범위한 경제적 요소와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초래할 보다
더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
마. 동 제소국이 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하는 경
우, 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한다. 분쟁해결기구에 요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소국은 관련 이사회, 그리고
또한 나호에 따른 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기구에도 요청서를 송부한다.
바. 이 항의 목적상 “분야”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상품과 관련, 모든 상품
2) 서비스와 관련, 주요 분야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 “서비스분야별분류표”에 명시된 이러한 분야 (Re.14)
(Remark 14) MTN.GNS/W/120 문서상의 목록은 11개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과 관련,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제2부제1절, 또는 제2절, 또는 제3절, 또는
제4절, 또는 제5절, 또는 제6절, 또는 제7절에 규정된 각 지적재산권의 범주, 또는 제3부 또는 제4부상의 의무
사. 이 항의 목적상 “협정”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상품과 관련,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열거된 협정 전체와 관련 분쟁당사자가 그 회원국인 경우 복
수국간무역협정
2)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3) 지적재산권과 관련,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
분쟁해결기구는 대상협정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할 때에 분쟁해결기구는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해결기구가 콘센서스로 동 요청을 거
부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승인한
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이 제안된 정지의 수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소국이 제3항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을 때 제3항에 명시된 원칙 및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동 사안은 중재에 회부된다. 이러한 중재는 원패널위원의 소집이 가능한 경우 원패널, 또는 사무총
장이 임명하는 중재인(Re.15)에 의하여 수행되며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결된다. 양허 또
는 그 밖의 의무는 중재의 진행 중에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Remark 15) “중재인”이라는 표현은 개인 또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6항에 따라 행동하는 중재인은(Re.16) 정지의 대상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성격을 검토하지 아니하며, 이
러한 정지의 수준이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는지를 판정한다. 중재인은 또한 제안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대상협정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에 회부된 사안이 제3항에 명시된
원칙 및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 중재인은 동 주장을 검토한다. 중재인이 동 원칙 및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소국은 제3항에 합치하도록 동 원칙 및 절차를 적용한다. 당사국
은 중재인의 판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수락하며, 관련 당사자는 제2차 중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분쟁해결기구는
중재인의 판정을 조속히 통보받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이 중재인의 판정에 합치하면 분쟁해결기구가 컨센
서스로 동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기 아니하는 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승인한다.
(Remark 16) “중재인”이라는 표현은 개인 또는 집단, 또는 원패널이 중재인 역할을 맡은 경우 동 패널의 구성원
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잠정적이며, 대상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조치가 철폐되거나 권고 또는 판정을 이
행하여야 하는 회원국이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는
등의 시점까지만 적용된다. 제21조제6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는 보상이 제공되었거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가
정지되었으나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한 권고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채택된 권고 또는 판
정의 이행을 계속해서 감독한다.
대상협정의 분쟁해결규정은 회원국 영토 안의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이 취한 조치로서 대상협정의 준수에 영
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호소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가 대상협정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을 내
리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국은 협정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보
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관한 대상협정 및 이 양해의 규정은 이러한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R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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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17) 회원국의 영토 안의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대상협정의 규정이 이 항의
규정과 상이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대상협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 23 조 다자간체제의 강화
1. 회원국은 대상협정상의 의무위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대상협정의 목적달성에 대한 장애의 시정을 추
구하는 경우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에 호소하고 또한 이를 준수한다.
2. 이러한 경우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협정의 규칙 및 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에 호소하지 아니하고는 위반이 발생하였다거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거나 대상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었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며, 분쟁해결기구가 채택
한 패널보고서나 항소기구보고서에 포함된 조사결과 또는 이 양해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에 합치되도록 그러
한 판정을 내린다.
나. 관련 회원국이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제21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다. 관련 회원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서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
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기 전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22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며 동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는다.
제 24 조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특별절차
1. 최빈개도국회원국이 관련된 분쟁의 원인판정 및 분쟁해결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수사정이
특별히 고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최빈개도국회원국이 관련되는 분쟁의 해결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함
에 있어서 적절히 자제한다. 무효화 또는 침해가 최빈개도국회원국의 조치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
는 경우, 제소국은 동 절차에 따라 보상을 요청하거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승인을 추구함에
있어서 적절히 자제한다.
2. 최빈개도국회원국이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협의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 또는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최빈개도국회원국이 요청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패널설치요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선, 조정 및 중재를 제의한다. 사무총장 또는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이
러한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출처와도 협의할 수 있다.
제 25 조 중재
1. 분쟁해결의 대체적 수단으로서 세계무역기구 안에서의 신속한 중재는 쌍방 당사자가 명백하게 규정한 문제와 관
련된 특정 분쟁의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
2. 이 양해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에의 회부는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르며, 이 경우 당사자
는 따라야 할 절차에 합의한다.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 합의사항은 중재절차가 실제로 개시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된다.
3. 다른 회원국은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당자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중재절
차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중재판정은 분쟁해결기구 및 관련 협정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통보되며,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중재판정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4. 이 양해 제21조 및 제22조는 중재판정에 준용된다.
제 26 조
1.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b)에 규정된 형태의 비위반 제소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b)의 규정이 특정 대상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패널 또는 항소기구는 일방 분쟁당
사자가 특정 회원국의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동 조치의 특정 대상협정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대상
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 나라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거나 동 대상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만 판정 및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가 특정 사안이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b)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협정의 규정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조치에 관한 것이
라고 간주하고, 또한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그렇게 판정하는 경우에 이 양해의 절차가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용
된다.
가. 제소국은 관련 대상협정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조치에 관한 제소르 변호하는 상세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다.
나. 특정 조치가 관련 대상협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면서 동 협정에 따른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동 협정
의 목적달성을 저해한다고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동 조치를 철회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패널
또는 항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행하도록 권고한다.
다.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중재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효화 또는
침해된 이익의 수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에 이르기 위한 수단 및 방
법을 제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제의는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로서의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2.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c)에 규정된 형태의 제소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c)의 규정이 대상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패널은 1994년도 GATT 제23조제1
항(a) 및 (b)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과 상이한 상황이 존재하는 결과로 인하여 일방 분쟁당사국이 대상협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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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 나라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거나 동 협정의 목적 달
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만 판정 및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일방 분쟁당사자가 그 사안이 이 항
의 적용을 받는다고 간주하고 패널이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 한하여 이 양해의 절차는 패널보고서가 회원국
에게 배포되는 시점을 포함하여 배포된 시점까지 적용된다. 1989년 4월 12일자 결정(BISD 36S/61-67)에 포함
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는 보고서의 채택을 위한 논의와 권고와 판정의 감독 및 이행에 적용된다. 아울러 다음 사
항이 적용된다.
가. 제소국은 이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진 논거를 변호하는 상세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다.
나. 이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이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패널이 그 분쟁에 이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쟁해
결사항 이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 패널은 이러한 사항을 다루는 보고서와 이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분쟁해결기구에 배포한다.
제 27 조 사무국의 책임
1. 사무국은 특히 패널이 다루는 사안의 법적, 역사적 및 절차적 측면에 관하여 패널을 지원할 책임을 지며, 또한 사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2. 사무국이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개발도상 회원국에게 분쟁해
결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무국은 지원을 요청하는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세계무역기구의 기술협력부서의 유자격 법률전문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동 전문가는
사무국의 계속적인 불편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개발도상회원국을 지원한다.
3. 사무국은 회원국의 전문가가 분쟁해결절차 및 관행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회원국을 위
해 이에 관한 특별 연수과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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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WTO 분쟁해결양해 영문 원본
우리 법제하에서는 WTO 분쟁해결양해 국문본(별첨 1)도 동일한 조약의 정본(authentic version)이
나 실제 국제분쟁에서 원용되고 현재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기초를 이루는 문안은 이 협정의 영문본이므
로 독자들의 원활한 참고를 위하여 이 내용을 아래에 첨부함.

ANNEX 2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Members hereby agree as follows:
Article 1 Coverage and Application
1.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shall apply to disputes brought pursuant to the
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e agreements listed in Appendix 1 to this
Understanding (referred to in this Understanding as the "covered agreements").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shall also apply to consultations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Members concerning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ferred to in this Understanding as the "WTO Agreement")
and of this Understanding taken in isolation or in combination with any other covered agreement.
2.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shall apply subject to such special or additional rules
and procedures on dispute settlement contained in the covered agreements as are identified in
Appendix 2 to this Understanding. To the extent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and the special or additional rules and procedures set forth in
Appendix 2, the special or additional rules and procedures in Appendix 2 shall prevail. In disputes
involving rules and procedures under more than one covered agreement,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special or additional rules and procedures of such agreements under review, and whe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cannot agree on rules and procedures within 20 day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the
Chairma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2 (referred to in this
Understanding as the "DSB"),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determine the rules
and procedures to be followed within 10 days after a request by either Member. The Chairman shall be
guided by the principle that special or additional rules and procedures should be used where possible,
and the rules and procedures set out in this Understanding should be used to the extent necessary to
avoid conflict.
Article 2 Administration
1. The Dispute Settlement Body is hereby established to administer these rules and procedures an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a covered agreement, the 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e covered agreements. Accordingly, the DSB shall have the authority to establish
panels, adopt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maintain surveillance of implementation of rulings
and recommendations, and authorize suspension of concessions and other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With respect to disputes arising under a covered agreement which is 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the term "Member" as used herein shall refer only to those Members that
are parties to the relevant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Where the DSB administers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only those Members that are parties to that
Agreement may participate in decisions or actions taken by the DSB with respect to that dispute.
2. The DSB shall inform the relevant WTO Councils and Committees of any developments in disputes
related to provisions of the respective covered agreements.
3. The DSB shall meet as often as necessary to carry out its functions within the time-frames provided in
this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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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ere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provide for the DSB to take a decision, it shall do
so by consensus.1)
Article 3 General Provisions
1. Members affirm their adherence to the principles for the management of disputes heretofore applied
under Articles XXII and XXIII of GATT 1947, and the rules and procedures as further elaborated and
modified herein.
2.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is a central element in providing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Members recognize that it serves to preser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and to clarify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ose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SB can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3. The prompt settlement of situations in which a Member considers that any benefits accruing to it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are being impaired by measures taken by another
Member is essential to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WTO and the maintenance of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4. Recommendations or rulings made by the DSB shall be aimed at achieving a satisfactory settlement of
the matter in accordance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Understanding and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5. All solutions to matters formally raised under the 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e
covered agreements, including arbitration awards, shall be consistent with those agreements and shall
not nullify or impair benefits accruing to any Member under those agreements, nor impede the
attainment of any objective of those agreements.
6. Mutually agreed solutions to matters formally raised under the 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e covered agreements shall be notified to the DSB and the relevant Councils and
Committees, where any Member may raise any point relating thereto.
7. Before bringing a case, a Member shall exercise its judgement as to whether action under these
procedures would be fruitful. The aim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to secure a positive
solution to a dispute. A solution mutually acceptable to the parties to a dispute and consistent with the
covered agreements is clearly to be preferred. In the absence of a mutually agreed solution, the first
objective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usually to secure the withdrawal of the measures
concerned if these a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any of the covered agreements.
The provision of compensation should be resorted to only if the immediate withdrawal of the measure
is impracticable and as a temporary measure pending the withdrawal of the measur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 covered agreement. The last resort which this Understanding provides to the
Member invoking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s the possibility of suspending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on a discriminatory basis vis-à-vis the
other Member, subject to authorization by the DSB of such measures.
8. In cases where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a covered agreement, the
action is considered prima facie to constitute a case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is means that
there is normally a presumption that a breach of the rules has an adverse impact on other Members
parties to that covered agreement, and in such cases, it shall be up to the Member against whom the
complaint has been brought to rebut the charge.
9. The provisions of this Understanding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Members to seek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f a covered agreement through decision-making under the
WTO Agreement or a covered agreement which is 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10. It is understood that requests for conciliation and the us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hould
not be intended or considered as contentious acts and that, if a dispute arises, all Members will engage
in these procedures in good faith in an effort to resolve the dispute. It is also understood that
complaints and counter-complaints in regard to distinct matters should not be linked.
11. This Understanding shall be applied only with respect to new requests for consultations under the

1) The DSB shall be deemed to have decided by consensus on a matter submitted for its consideration, if no Member,
present at the meeting of the DSB when the decision is taken, formally objects to the proposed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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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provisions of the covered agreements made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With respect to disputes for which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was made under
GATT 1947 or under any other predecessor agreement to the covered agreements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the relevant dispute settlement rules and procedures in effect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shall continue to apply.2)
12. Notwithstanding paragraph 11, if a complaint based on any of the covered agreements is brought by a
developing country Member against a developed country Member, the complain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invoke, as an alternative to the provisions contained in Articles 4, 5, 6 and 12 of this
Understanding,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Decision of 5 April 1966 (BISD 14S/18), except
that where the Panel considers that the time-frame provided for in paragraph 7 of that Decision is
insufficient to provide its report and with the agreement of the complaining party, that time-frame
may be extended. To the extent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ules and procedures of
Articles 4, 5, 6 and 12 and the corresponding rules and procedures of the Decision, the latter shall
prevail.
Article 4 Consultations
1. Members affirm their resolve to strengthen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ultation
procedures employed by Members.
2. Each Member undertakes to accord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d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 regarding any representations made by another Member concerning measures affecting
the operation of any covered agreement taken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3)
3. If a request for consultations is made pursuant to a covered agreement, the Member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shall,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reply to the request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and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in good faith within a period of no more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If the Member
does not respond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or does not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in a period of no more than 30 days, or a period otherwise mutually agreed,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then the Member that requested the holding of consultations may proceed
directly to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4. All such requests for consultations shall be notified to the DSB and the relevant Councils and
Committees by the Member which requests consultations. Any request for consultations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and shall give the reasons for the request, including identification of the measures
at issue and an ind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the complaint.
5. In the course of consult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 covered agreement, before
resorting to further action under this Understanding, Members should attempt to obtain satisfactory
adjustment of the matter.
6. Consultations shall be confidential,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any Member in any further
proceedings.
7. If the consultations fail to settle a dispute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the complaining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The complaining party
may request a panel during the 60-day period if the consulting parties jointly consider that
consultations have failed to settle the dispute.
8. In cases of urgency, including those which concern perishable goods, Member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in a period of no more than 1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If the
consultations have failed to settle the dispute within a period of 2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the complaining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9. In cases of urgency, including those which concern perishable goods, the parties to the dispute,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shall make every effort to accelerate the proceeding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2) This paragraph shall also be applied to disputes on which panel reports have not been adopted or fully implemented.
3) Where the provisions of any other covered agreement concerning measures taken by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contain provisions different from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the
provisions of such other covered agreement shall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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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uring consultations Members should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 particular problems and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11. Whenever a Member other than the consulting Members considers that it has a substantial trade
interest in consultations being hel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XXII of GATT 1994,
paragraph 1 of Article XXII of GATS, or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in other covered agreements4),
such Member may notify the consulting Members and the DSB,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the
circulation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said Article, of its desire to be joined in the
consultations. Such Member shall be joined in the consultations, provided that the Member to which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was addressed agrees that the claim of substantial interest is
well-founded. In that event they shall so inform the DSB. If the request to be joined in the
consultations is not accepted, the applicant Member shall be free to request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XXII or paragraph 1 of Article XXIII of GATT 1994, paragraph 1 of Article XXII
or paragraph 1 of Article XXIII of GATS, or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in other covered
agreements.
Article 5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1.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are procedures that are undertaken voluntarily if the parties
to the dispute so agree.
2. Proceedings involving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and in particular positions taken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during these proceedings, shall be confidential,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either party in any further proceedings under these procedures.
3.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may be requested at any time by any party to a dispute. They
may begin at any time and be terminated at any time. Once procedures for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are terminated, a complaining party may then proceed with a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4. When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are entered into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a request for consultations, the complaining party must allow a period of 6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before requesting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The
complaining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during the 60-day period if the parties to
the dispute jointly consider that the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process has failed to settle
the dispute.
5. If the parties to a dispute agree, procedures for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may continue
while the panel process proceeds.
6. The Director-General may, acting in an ex officio capacity, offer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with the view to assisting Members to settle a dispute.
Article 6 Establishment of Panels
1. If the complaining party so requests, a panel shall be established at the latest at the DSB meeting
following that at which the request first appears as an item on the DSB's agenda, unless at that meeting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establish a panel.5)
2.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shall be made in writing. It shall indicate whether
consultations were held, identify the specific measures at issue and provide a brief summary of the
legal basis of the complaint sufficient to present the problem clearly. In case the applicant requests

4) The corresponding consultation provisions in the covered agreements are listed hereunder: Agreement on Agriculture,
Article 19;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paragraph 1 of Article 11;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paragraph 4 of Article 8;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paragraph 1 of Article 14;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Article 8;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paragraph 2 of Article 17;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GATT 1994, paragraph 2 of Article 19;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Article 7;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Article 7;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Article 6;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30; Agreement on
Safeguards, Article 14;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64.1; and any
corresponding consultation provisions in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as determined by the competent bodies of each
Agreement and as notified to the DSB.
5) If the complaining party so requests, a meeting of the DSB shall be convened for this purpose within 15 days of the
request, provided that at least 10 days' advance notice of the meeting is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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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ablishment of a panel with other than standard terms of reference, the written request shall
include the proposed text of special terms of reference.
Article 7 Terms of Reference of Panels
1. Panels shall have the following terms of reference unless the parties to the dispute agree otherwise
within 20 day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To examine,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in (name of the covered agreement(s) cit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matter referred to the DSB by (name of party) in document ... and to make
such findings as will assist the DSB in making the recommendations or in giving the rulings provided for
in that/those agreement(s)."
2. Panels shall address the relevant provisions in any covered agreement or agreements cit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3. In establishing a panel, the DSB may authorize its Chairman to draw up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panel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terms of reference thus drawn up shall be circulated to all Members. If other than standard terms of
reference are agreed upon, any Member may raise any point relating thereto in the DSB.
Article 8 Composition of Panels
1. Panels shall be composed of well-qualified governmental and/or non-governmental individuals,
including persons who have served on or presented a case to a panel, served as a representative of a
Member or of a contracting party to GATT 1947 or as a representative to the Council or Committee of
any covered agreement or its predecessor agreement, or in the Secretariat, taught or published on
international trade law or policy, or served as a senior trade policy official of a Member.
2. Panel members should be selected with a view to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members, a
sufficiently diverse background and a wide spectrum of experience.
3. Citizens of Members whose governments6) are parties to the dispute or third parties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10 shall not serve on a panel concerned with that dispute, unless the parties to
the dispute agree otherwise.
4. To assist in the selection of panelists, the Secretariat shall maintain an indicative list of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individuals possessing the qualifications outlined in paragraph 1, from which
panelists may be drawn as appropriate. That list shall include the roster of non-governmental
panelists established on 30 November 1984 (BISD 31S/9), and other rosters and indicative lists
established under any of the covered agreements, and shall retain the names of persons on those
rosters and indicative lists at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Members may
periodically suggest names of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individuals for inclusion on the
indicative list,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on their knowledge of international trade and of the
sectors or subject matter of the covered agreements, and those names shall be added to the list upon
approval by the DSB. For each of the individuals on the list, the list shall indicate specific areas of
experience or expertise of the individuals in the sectors or subject matter of the covered agreements.
5. Panels shall be composed of three panelists unless the parties to the dispute agree, within 10 day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to a panel composed of five panelists. Members shall be informed
promptly of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6. The Secretariat shall propose nominations for the panel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not oppose nominations except for compelling reasons.
7. If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panelists within 2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Director-General,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man of the DSB and the
Chairman of the relevant Council or Committee, shall determine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by
appointing the panelists whom the Director-General considers most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any relevant special or additional rules or procedures of the covered agreement or covered agreements
which are at issue in the dispute, after consulting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Chairman of the
DSB shall inform the Members of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thus formed no later than 10 days after
the date the Chairman receives such a request.

6) In the case where customs unions or common markets are parties to a dispute, this provision applies to citizens of all
member countries of the customs unions or common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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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embers shall undertake, as a general rule, to permit their officials to serve as panelists.
9. Panelists shall serve in their individual capacities and not as government representatives, nor as
representatives of any organization. Members shall therefore not give them instructions nor seek to
influence them as individuals with regard to matters before a panel.
10. When a dispute is between a developing country Member and a developed country Member the panel
shall, if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so requests, include at least one panelist from a developing
country Member.
11. Panelists' expenses, including travel and subsistence allowance, shall be met from the WTO budget in
accordance with criteria to b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based on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Article 9 Procedures for Multiple Complainants
1. Where more than one Member requests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related to the same matter, a
single panel may be established to examine these complaints taking into account the rights of all
Members concerned. A single panel should be established to examine such complaints whenever
feasible.
2. The single panel shall organize its examination and present its findings to the DSB in such a manner
that the rights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would have enjoyed had separate panels examined the
complaints are in no way impaired. If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so requests, the panel shall
submit separate reports on the dispute concerned. The written submissions by each of the
complainants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other complainants, and each complainant shall have the
right to be present when any one of the other complainants presents its views to the panel.
3. If more than one panel is established to examine the complaints related to the same matter,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he same persons shall serve as panelists on each of the separate panels and
the timetable for the panel process in such disputes shall be harmonized.
Article 10 Third Parties
1.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to a dispute and those of other Members under a covered agreement at issue
in the dispute shall be fully taken into account during the panel process.
2. Any Member having a substantial interest in a matter before a panel and having notified its interest to
the DSB (referred to in this Understanding as a "third party") shall have an opportunity to be heard by
the panel and to make written submissions to the panel. These submissions shall also be given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shall be reflected in the panel report.
3. Third parties shall receive the submission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the first meeting of the panel.
4. If a third party considers that a measure already the subject of a panel proceeding nullifies or impairs
benefits accruing to it under any covered agreement, that Member may have recourse to norm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is Understanding. Such a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the
original panel wherever possible.
Article 11 Function of Panels
The function of panels is to assist the DSB in discharging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Understanding and
the covered agreements. Accordingly, a panel should make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matter before
it, including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applicability of and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covered agreements, and make such other findings as will assist the DSB in making the
recommendations or in giving the rulings provided for in the covered agreements. Panels should consult
regularly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give them adequate opportunity to develop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Article 12 Panel Procedures
1. Panels shall follow the Working Procedures in Appendix 3 unless the panel decides otherwise after
consulting the parties to the dispute.
2. Panel procedures should provide sufficient flexibility so as to ensure high-quality panel reports, while
not unduly delaying the panel process.
3. After consulting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panelists shall, as soon as practicable and whe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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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within one week after the composition and terms of reference of the panel have been agreed
upon, fix the timetable for the panel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9 of
Article 4, if relevant.
4. In determining the timetable for the panel process, the panel shall provide sufficient time for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prepare their submissions.
5. Panels should set precise deadlines for written submissions by the parties and the parties should respect
those deadlines.
6. Each party to the dispute shall deposit its written submissions with the Secretariat for immediate
transmission to the panel and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to the dispute. The complaining party shall
submit its first submission in advance of the responding party's first submission unless the panel
decides, in fixing the timetable referred to in paragraph 3 and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at the parties should submit their first submissions simultaneously. When there are
sequential arrangements for the deposit of first submissions, the panel shall establish a firm
time-period for receipt of the responding party's submission. Any subsequent written submissions
shall be submitted simultaneously.
7. Whe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ve failed to develop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the panel shall
submit its findings in the form of a written report to the DSB. In such cases, the report of a panel shall
set out the findings of fact, the applicability of relevant provisions and the basic rationale behind an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hat it makes. Where a settlement of the matter among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s been found, the report of the panel shall be confined to a brief description of the case
and to reporting that a solution has been reached.
8. In order to make the procedures more efficient, the period in which the panel shall conduct its
examination, from the date that the composition and terms of reference of the panel have been agreed
upon until the date the final report is issued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as a general rule, not
exceed six months. In cases of urgency, including those relating to perishable goods, the panel shall
aim to issue its report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within three months.
9. When the panel considers that it cannot issue its report within six months, or within three months in
cases of urgency, it shall inform the DSB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the delay together with an
estimate of the period within which it will issue its report. In no case should the perio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to the circulation of the report to the Members exceed nine months.
10. In the context of consultations involving a measure taken by a developing country Member, the parties
may agree to extend the periods established in paragraphs 7 and 8 of Article 4. If, after the relevant
period has elapsed, the consulting parties cannot agree that the consultations have concluded, the
Chairman of the DSB shall decid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whether to extend the relevant
period and, if so, for how long. In addition, in examining a complaint against a developing country
Member, the panel shall accord sufficient time for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to prepare and
present its argumentati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20 and paragraph 4 of Article 21
are not affected by any action pursuant to this paragraph.
11. Where one or more of the parties is a developing country Member, the panel's report shall explicitly
indicate the form in which account has been taken of relevant provisions on differential and
more-favourable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that form part of the covered agreements
which have been raised by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in the cours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12. The panel may suspend its work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the complaining party for a period not to
exceed 12 months. In the event of such a suspension, the time-frames set out in paragraphs 8 and 9 of
this Article, paragraph 1 of Article 20, and paragraph 4 of Article 21 shall be extended by the amount
of time that the work was suspended. If the work of the panel has been suspended for more than 12
months, the authority for establishment of the panel shall lapse.
Article 13 Right to Seek Information
1. Each panel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information and technical advice from any individual or body
which it deems appropriate. However, before a panel seeks such information or advice from any
individual or body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it shall inform the authorities of that Member. A
Member should respond promptly and fully to any request by a panel for such information as the panel
considers necessary and appropriate.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is provided shall not be revealed
without formal authorization from the individual, body, or authorities of the Member provi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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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2. Panels may seek information from any relevant source and may consult experts to obtain their opinion
on certain aspects of the matter. With respect to a factual issue concerning a scientific or other
technical matter raised by a party to a dispute, a panel may request an advisory report in writing from
an expert review group. Rules for the establishment of such a group and its procedures are set forth in
Appendix 4.
Article 14 Confidentiality
1. Panel deliberations shall be confidential.
2. The reports of panels shall be drafted without the presenc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in the light of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the statements made.
3. Opinions expressed in the panel report by individual panelists shall be anonymous.
Article 15 Interim Review Stage
1. Following the consideration of rebuttal submissions and oral arguments, the panel shall issue the
descriptive (factual and argument) sections of its draft report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Within a
period of time set by the panel, the parties shall submit their comments in writing.
2.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set period of time for receipt of comments from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panel shall issue an interim report to the parties, including both the descriptive sections
and the panel's findings and conclusions. Within a period of time set by the panel, a party may submit
a written request for the panel to review precise aspects of the interim report prior to circulation of the
final report to the Members. At the request of a party, the panel shall hold a further meeting with the
parties on the issues identified in the written comments. If no comments are received from any party
within the comment period, the interim report shall be considered the final panel report and circulated
promptly to the Members.
3. The findings of the final panel report shall include a discussion of the arguments made at the interim
review stage. The interim review stage shall be conducted within the time-period set out in
paragraph 8 of Article 12.
Article 16 Adoption of Panel Reports
1. In order to provide sufficient time for the Members to consider panel reports, the reports shall not be
considered for adoption by the DSB until 20 days after the date they have been circulated to the
Members.
2. Members having objections to a panel report shall give written reasons to explain their objections for
circulation at least 10 days prior to the DSB meeting at which the panel report will be considered.
3. The parties to a dispute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fully in the consideration of the panel report
by the DSB, and their views shall be fully recorded.
4.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circulation of a panel report to the Members, the report shall be
adopted at a DSB meeting7) unless a party to the dispute formally notifies the DSB of its decision to
appeal or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adopt the report. If a party has notified its decision to
appeal, the report by the panel shall not be considered for adoption by the DSB until after completion
of the appeal. This adoption procedur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Members to express their
views on a panel report.
Article 17 Appellate Review
Standing Appellate Body
1. A standing Appellate Body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SB. The Appellate Body shall hear appeals from
panel cases. It shall be composed of seven persons, three of whom shall serve on any one case.
Person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shall serve in rotation. Such rotation shall be determined in the
working procedures of the Appellate Body.

7) If a meeting of the DSB is not scheduled within this period at a time that enables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1
and 4 of Article 16 to be met, a meeting of the DSB shall be held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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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SB shall appoint persons to serve on the Appellate Body for a four-year term, and each person
may be reappointed once. However, the terms of three of the seven persons appointed immediate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to be determined
by lot. Vacancies shall be filled as they arise. A person appointed to replace a person whose term of
office has not expired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3. The Appellate Body shall comprise persons of recognized authority, with demonstrated expertise in
law, international trade 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covered agreements generally. They shall be
unaffiliated with any government. The Appellate Body membership shall be broadly representative of
membership in the WTO. All person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shall be available at all times and
on short notice, and shall stay abreast of dispute settlement activities and other relevant activities of
the WTO. They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consideration of any disputes that would create a direct or
indirect conflict of interest.
4. Only parties to the dispute, not third parties, may appeal a panel report. Third parties which have
notified the DSB of a substantial interest in the matter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10 may make
written submissions to, and be given an opportunity to be heard by, the Appellate Body.
5. As a general rule, the proceedings shall not exceed 60 days from the date a party to the dispute formally
notifies its decision to appeal to the date the Appellate Body circulates its report. In fixing its timetable
the Appellate Bod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9 of Article 4, if relevant. When
the Appellate Body considers that it cannot provide its report within 60 days, it shall inform the DSB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the delay together with an estimate of the period within which it will submit
its report. In no case shall the proceedings exceed 90 days.
6. An appeal shall be limited to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7. The Appellate Body shall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administrative and legal support as it requires.
8. The expenses of person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including travel and subsistence allowance,
shall be met from the WTO budget in accordance with criteria to b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based on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9. Working procedures shall be drawn up by the Appellate Body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man of the
DSB and the Director-General, and communicated to the Members for their information.
10. The proceedings of the Appellate Body shall be confidential. The reports of the Appellate Body shall
be drafted without the presenc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in the light of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the statements made.
11. Opinions expressed in the Appellate Body report by individual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shall be
anonymous.
12. The Appellate Body shall address each of the issues rai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during the
appellate proceeding.
13. The Appellate Body may uphold, modify or reverse the legal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panel.
Adoption of Appellate Body Reports
14. An Appellate Body report shall be adopted by the DSB and unconditionally accept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unless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adopt the Appellate Body report within
30 days following its circulation to the Members.8) This adoption procedur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Members to express their views on an Appellate Body report.
Article 18 Communications with the Panel or Appellate Body
1. There shall be no ex parte communications with the panel or Appellate Body concerning matters
under consideration by the panel or Appellate Body.
2. Written submissions to the panel or the Appellate Body sha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but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Nothing in this Understanding shall preclude a party to a

8) If a meeting of the DSB is not scheduled during this period, such a meeting of the DSB shall be held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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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from disclosing statements of its own positions to the public. Members shall treat as
confidential information submitted by another Member to the panel or the Appellate Body which that
Member has designated as confidential. A party to a dispute shall also, upon request of a Member,
provide a non-confidential summar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its written submissions that could
be disclosed to the public.
Article 19 Panel and Appellate Body Recommendations
1. Where a panel or the Appellate Body concludes that a measure is inconsistent with a covered
agreement, it shall recommend that the Member concerned9) bring the measure into conformity with
that agreement.10) In addition to its recommendations, the panel or Appellate Body may suggest ways
in which the Member concerned could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2.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 in their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can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Article 20 Time-frame for DSB Decisions
Unless otherwise agreed to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period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of the
panel by the DSB until the date the DSB considers the panel or appellate report for adoption shall as a
general rule not exceed nine months where the panel report is not appealed or 12 months where the
report is appealed. Where either the panel or the Appellate Body has acted, pursuant to paragraph 9 of
Article 12 or paragraph 5 of Article 17, to extend the time for providing its report, the additional time
taken shall be added to the above periods.
Article 21 Surveillance of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and Rulings
1. Prompt compliance with recommendations or rulings of the DSB is essential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s to the benefit of all Members.
2.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matters affecting the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th respect to measures which have been subject to dispute settlement.
3. At a DSB meeting held within 30 days11) after the date of adoption of the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 the Member concerned shall inform the DSB of its intentions in respect of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SB. If it is impracticable to comply immediately with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the Member concerned shall hav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n which
to do so.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shall be:
(a) the period of time proposed by the Member concerned, provided that such period is approved by
the DSB; or, in the absence of such approval,
(b) a period of tim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within 45 days after the date of
adoption of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r,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c) a period of time determined through binding arbitration within 90 days after the date of adoption of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12) In such arbitration, a guideline for the arbitrator13) should be
that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implement panel or Appellate Body recommendations should
not exceed 15 months from the date of adoption of a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 However,
that time may be shorter or longer, depending upo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4. Except where the panel or the Appellate Body has extended, pursuant to paragraph 9 of Article 12 or
paragraph 5 of Article 17, the time of providing its report, the period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of
the panel by the DSB until the date of determination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shall not exceed
15 months unless the parties to the dispute agree otherwise. Where either the panel or the Appellate
Body has acted to extend the time of providing its report, the additional time taken shall be added to

9) The "Member concerned" is the party to the dispute to which the panel or Appellate Body recommendations are directed.
10) With respect to recommendations in cases not involving a violation of GATT 1994 or any other covered agreement, see
Article 26.
11) If a meeting of the DSB is not scheduled during this period, such a meeting of the DSB shall be held for this purpose.
12) If the parties cannot agree on an arbitrator within ten days after referring the matter to arbitration, the arbitrator shall be
appointed by the Director-General within ten days, after consulting the parties.
13) The expression "arbitrator" shall be interpreted as referring either to an individual or 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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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5-month period; provided that unless the parties to the dispute agree that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total time shall not exceed 18 months.
5. Where there is disagreement as to the existence or consistency with a covered agreement of measures
taken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such dispute shall be decided through recourse
to thes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cluding wherever possible resort to the original panel. The
panel shall circulate its report within 90 days after the date of referral of the matter to it. When the
panel considers that it cannot provide its report within this time frame, it shall inform the DSB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the delay together with an estimate of the period within which it will submit
its report.
6. The DSB shall keep under surveillance the implementation of adopted recommendations or rulings.
The issue of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r rulings may be raised at the DSB by any
Member at any time following their adoption. Unless the DSB decides otherwise, the issue of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r rulings shall be placed on the agenda of the DSB meeting
after six months following the date of establishment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pursuant to
paragraph 3 and shall remain on the DSB's agenda until the issue is resolved. At least 10 days prior to
each such DSB meeting, the Member concerned shall provide the DSB with a status report in writing of
its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r rulings.
7. If the matter is one which has been raised by a developing country Member, the DSB shall consider
what further action it might take which would be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8. If the case is one brought by a developing country Member, in considering what appropriate action
might be taken, the DSB shall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trade coverage of measures complained
of, but also their impact on the economy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concerned.
Article 22 Compensation and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1. Compensation and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re temporary measures
available in the event that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are not implement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However, neither compensation nor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is preferred to full implementation of a recommendation to bring a measure into conformity with the
covered agreements. Compensation is voluntary and, if granted,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covered
agreements.
2. If the Member concerned fails to bring the measu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a covered agreement
into compliance therewith or otherwise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withi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determin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21, such Member shall, if so
requested, and no later than the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any party having invoke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with a view to developing mutually
acceptable compensation. If no satisfactory compensation has been agreed within 20 days after the
date of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ny party having invoke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may request authorization from the DSB to suspend the application to the Member
concerned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3. In considering what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to suspend, the complaining party shall apply the
following principles and procedures:
(a) the general principle is that the complaining party should first seek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same sector(s) as that in which the panel or Appellate Body has
found a violation or other nullification or impairment;
(b) if that party considers that it is not practicable or effective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same sector(s), it may seek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in other sectors under the same agreement;
(c) if that party considers that it is not practicable or effective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with respect to other sectors under the same agreement, and that the circumstances are
serious enough, it may seek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another covered
agreement;
(d) in applying the above principles, that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i) the trade in the sector or under the agreement under which the panel or Appellate Body has
found a violation or other nullification or impairment, and the importance of such trade to tha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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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broader economic elements related to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and the broader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e) if that party decides to request authorization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pursuant
to subparagraphs (b) or (c), it shall state the reasons therefor in its request. At the same time as the
request is forwarded to the DSB, it also shall be forwarded to the relevant Councils and also, in the
case of a request pursuant to subparagraph (b), the relevant sectoral bodies;
(f)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sector" means:
(i) with respect to goods, all goods;
(ii) with respect to services, a principal sector as identified in the current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which identifies such sectors;14)
(iii) with respect to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ach of the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ed in Section 1, or Section 2, or Section 3, or Section 4, or Section 5, or
Section 6, or Section 7 of Part II, or the obligations under Part III, or Part IV of the
Agreement on TRIPS;
(g)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greement" means:
(i) with respect to goods, the agreements listed in Annex 1A of the WTO Agreement, taken as a
whole as well as the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in so far as the relevant parties to the dispute
are parties to these agreements;
(ii) with respect to services, the GATS;
(iii) with respect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Agreement on TRIPS.
4. The level of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uthorized by the DSB shall be
equivalent to the level of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5. The DSB shall not authoriz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if a covered agreement
prohibits such suspension.
6. When the situation described in paragraph 2 occurs, the DSB, upon request, shall grant authorization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within 30 days of the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unless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to reject the request. However, if the Member concerned objects
to the level of suspension proposed, or claims that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
3 have not been followed where a complaining party has requested authorization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pursuant to paragraph 3(b) or (c), the matter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Such arbitrat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e original panel, if members are available, or by
an arbitrator15) appointed by the Director-General and shall be completed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shall not be suspended
during the course of the arbitration.
7. The arbitrator16) acting pursuant to paragraph 6 shall not examine the nature of the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to be suspended but shall determine whether the level of such suspension is
equivalent to the level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e arbitrator may also determine if the
proposed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is allowed under the covered agreement.
However, if the matter referred to arbitration includes a claim that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 3 have not been followed, the arbitrator shall examine that claim. In the event the
arbitrator determines that those principles and procedures have not been followed, the complaining
party shall apply them consistent with paragraph 3. The parties shall accept the arbitrator's decision
as final and the parties concerned shall not seek a second arbitration. The DSB shall be informed
promptly of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 and shall upon request, grant authorization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where the request is consistent with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
unless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to reject the request.
8.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shall be temporary and shall only be applied until
such time as the measu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a covered agreement has been removed, or the
Member that must implement recommendations or rulings provides a solution to the nullification or

14) The list in document MTN.GNS/W/120 identifies eleven sectors.
15) The expression"arbitrator" shall be interpreted as referring either to an individual or a group.
16) The expression "arbitrator" shall be interpreted as referring either to an individual or a group or to the members of the
original panel when serving in the capacity of arbi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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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irment of benefits, or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is reac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21, the DSB shall continue to keep under surveillance the implementation of adopted
recommendations or rulings, including those cases where compensation has been provided or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have been suspended but the recommendations to bring a measure
into conformity with the covered agreements have not been implemented.
9.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e covered agreements may be invoked in respect of measures
affecting their observance taken by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When the DSB has ruled that a provision of a covered agreement has not been observed,
the responsible Member shall take such reasonable measures as may be available to it to ensure its
observance.
The provisions of the covered agreements and this Understanding relating to
compensation and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pply in cases where it has not been
possible to secure such observance.17)
Article 23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System
1. When Members seek the redress of a violation of obligations or other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f
benefit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or an impediment to the attainment of any objective of the
covered agreements, they shall have recourse to, and abide by,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2. In such cases, Members shall:
(a) not make a determination to the effect that a violation has occurred, that benefits have been
nullified or impaired or that the attainment of any objective of the covered agreements has been
impeded, except through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and shall make any such determination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contained in the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 adopted by the DSB or an arbitration
award rendered under this Understanding;
(b) follow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rticle 21 to determine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the
Member concerned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and
(c) follow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rticle 22 to determine the level of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nd obtain DSB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those procedures before
suspending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in response to the
failure of the Member concerned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within that
reasonable period of time.
Article 24 Special Procedures Involving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1. At all stages of the determination of the causes of a dispute and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volving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particular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special
situation of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In this regard, Members shall exercise due restraint in
raising matters under these procedures involving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I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is found to result from a measure taken by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complaining parties shall exercise due restraint in asking for compensation or seeking authorization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pursuant to these procedures.
2. In dispute settlement cases involving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where a satisfactory solution
has not been found in the course of consultations the Director-General or the Chairman of the DSB
shall, upon request by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offer their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with a view to assisting the parties to settle the dispute, before a request for a panel is made.
The Director-General or the Chairman of the DSB, in providing the above assistance, may consult any
source which either deems appropriate.
Article 25 Arbitration
1. Expeditious arbitration within the WTO as an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settlement can facilitate the
solution of certain disputes that concern issues that are clearly defined by both parties.

17) Where the provisions of any covered agreement concerning measures taken by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contain provisions different from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the
provisions of such covered agreement shall prevail.

별첨 • 215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Understanding, resort to arbitration shall be subject to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which shall agree on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Agreements to resort to
arbitration shall be notified to all Members sufficiently in advance of the actual commencement of the
arbitration process.
3. Other Members may become party to an arbitration proceeding only upon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which have agreed to have recourse to arbitration.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 shall agree to abide
by the arbitration award. Arbitration awards shall be notified to the DSB and the Council or Committee
of any relevant agreement where any Member may raise any point relating thereto.
4. Articles 21 and 22 of this Understanding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rbitration awards.
Article 26
1. Non-Violation Complaints of the Type Described in Paragraph 1(b) of Article XXIII of GATT 1994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b) of Article XXIII of GATT 1994 are applicable to a covered
agreement, a panel or the Appellate Body may only make rulings and recommendations where a party
to the dispute considers that any benefit accruing to it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the relevant covered
agreement is being nullified or impaired or the attainment of any objective of that Agreement is being
impeded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by a Member of any measure, whether or not it conflicts with the
provisions of that Agreement. Where and to the extent that such party considers and a panel or the
Appellate Body determines that a case concerns a measure that does not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a covered agreement to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b) of Article XXIII of GATT 1994 are
applicable, the procedures in this Understanding shall apply, subject to the following:
(a) the complaining party shall present a detailed justification in support of any complaint relating to a
measure which does not conflict with the relevant covered agreement;
(b) where a measure has been found to nullify or impair benefits under, or impede the attainment of
objectives, of the relevant covered agreement without violation thereof, there is no obligation to
withdraw the measure. However, in such cases, the panel or the Appellate Body shall recommend
that the Member concerned make a mutually satisfactory adjustment;
(c)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1, the arbitr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3 of
Article 21, upon request of either party, may include a determination of the level of benefits which
have been nullified or impaired, and may also suggest ways and means of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adjustment; such suggestions shall not be binding upon the parties to the dispute;
(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22, compensation may be part of a
mutually satisfactory adjustment as final settlement of the dispute.
2. Complaints of the Type Described in Paragraph 1(c) of Article XXIII of GATT 1994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c) of Article XXIII of GATT 1994 are applicable to a covered
agreement, a panel may only make rulings and recommendations where a party considers that any
benefit accruing to it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the relevant covered agreement is being nullified or
impaired or the attainment of any objective of that Agreement is being impeded as a result of the
existence of any situation other than those to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a) and 1(b) of
Article XXIII of GATT 1994 are applicable. Where and to the extent that such party considers and a
panel determines that the matter is covered by this paragraph, the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shall apply only up to and including the point in the proceedings where the panel report has been
circulated to the Members. The dispute settlement rules and procedures contained in the Decision of
12 April 1989 (BISD 36S/61-67) shall apply to consideration for adoption, and surveillance and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and rulings. The following shall also apply:
(a) the complaining party shall present a detailed justification in support of any argument made with
respect to issues covered under this paragraph;
(b) in cases involving matters covered by this paragraph, if a panel finds that cases also involve dispute
settlement matter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this paragraph, the panel shall circulate a report to
the DSB addressing any such matters and a separate report on matters falling under this paragraph.
Article 27 Responsibilities of the Secretariat
1. The Secretariat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of assisting panels, especially on the legal, historical and
procedural aspects of the matters dealt with, and of providing secretarial and techni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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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ile the Secretariat assists Members in respect of dispute settlement at their request, there may also
be a need to provide additional legal advice and assistance in respect of dispute settlement to
developing country Members. To this end, the Secretariat shall make available a qualified legal expert
from the WTO technical cooperation services to any developing country Member which so requests.
This expert shall assist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in a manner ensuring the continued impartiality
of the Secretariat.
3. The Secretariat shall conduct special training courses for interested Members concerning thes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practices so as to enable Members' experts to be better informed in this
regard.
APPENDIX 1 AGREEMENTS COVERED BY THE UNDERSTANDING
(A)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nnex 1A: 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Annex 1B: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nex 1C: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nex 2: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C)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Annex 4: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The applicability of this Understanding to the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shall be subject to the
adoption of a decision by the parties to each agreement setting out the terms for the application of the
Understanding to the individual agreement, including any special or additional rules or procedures for
inclusion in Appendix 2, as notified to the DSB.
APPENDIX 2 SPECIAL OR ADDITIONAL RULES AND PROCEDURES CONTAINED IN THE COVERED
AGREEMENTS
Agreement Rules and Procedure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GATT 1994

11.2
2.14, 2.21, 4.4, 5.2, 5.4, 5.6, 6.9,
6.10, 6.11, 8.1 through 8.12
14.2 through 14.4, Annex 2
17.4 through 17.7
19.3 through 19.5, Annex II.2(f), 3, 9, 21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4.2 through 4.12, 6.6, 7.2 through 7.10, 8.5, 24.4, 27.7, Annex V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XXII:3, XXIII:3

Annex on Financial Services

4

Annex on Air Transport Services

4

Decision on Certai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for the GATS

1 through 5

The list of rules and procedures in this Appendix includes provisions where only a part of the provision
may be relevant in this context.
Any special or additional rules or procedures in the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as determin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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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t bodies of each agreement and as notified to the DSB.
APPENDIX 3 WORKING PROCEDURES
l. In its proceedings the panel shall follow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Understanding. In addition, the
following working procedures shall apply.
2. The panel shall meet in closed session.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interested parties, shall be
present at the meetings only when invited by the panel to appear before it.
3. The deliberations of the panel and the documents submitted to it shall be kept confidential. Nothing in
this Understanding shall preclude a party to a dispute from disclosing statements of its own positions to
the public. Members shall treat as confidential information submitted by another Member to the panel
which that Member has designated as confidential. Where a party to a dispute submits a confidential
version of its written submissions to the panel, it shall also, upon request of a Member, provide a
non-confidential summar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its submissions that could be disclosed to
the public.
4. Before the first substantive meeting of the panel with the parties,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transmit to the panel written submissions in which they present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ir
arguments.
5. At its first substantive meeting with the parties, the panel shall ask the party which has brought the
complaint to present its case. Subsequently, and still at the same meeting, the party against which the
complaint has been brought shall be asked to present its point of view.
6. All third parties which have notified their interest in the dispute to the DSB shall be invited in writing to
present their views during a session of the first substantive meeting of the panel set aside for that
purpose. All such third parties may be present during the entirety of this session.
7. Formal rebuttals shall be made at a second substantive meeting of the panel.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shall have the right to take the floor first to be followed by the complaining party. The parties
shall submit, prior to that meeting, written rebuttals to the panel.
8. The panel may at any time put questions to the parties and ask them for explanations either in the
course of a meeting with the parties or in writing.
9.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any third party invited to present its view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shall make available to the panel a written version of their oral statements.
10. In the interest of full transparency, the presentations, rebuttals and stat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s 5 to 9 shall be made in the presence of the parties. Moreover, each party's written
submissions, including any comments on the descriptive part of the report and responses to questions
put by the panel,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11. Any additional procedures specific to the panel.
12. Proposed timetable for panel work:
(a) Receipt of first written submissions of the parties:
(1) complaining Party:

_______

3-6 weeks

(2) Party complained against:

_______

2-3 weeks

(b) Date, time and place of first substantive meeting with the parties;
third party session:
_______

1-2 weeks

(c) Receipt of written rebuttals of the parties:

2-3 weeks

_______

(d) Date, time and place of second substantive meeting with the parties:
_______

1-2 weeks

(e) Issuance of descriptive part of the report to the parties:
_______

2-4 weeks

(f) Receipt of comments by the parties on the descriptive part of the report:
_______
2 weeks
(g) Issuance of the interim report, including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to the parties:
_______
2-4 weeks
(h) Deadline for party to request review of part(s) of report: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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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i) Period of review by panel, including possible additional meeting
with parties:
_______

2 weeks

(j) Issuance of final report to parties to dispute: _______

2 weeks

(k) Circulation of the final report to the Members: _______

3 weeks

The above calendar may be changed in the light of unforeseen developments. Additional meetings with
the parties shall be scheduled if required.
APPENDIX 4 EXPERT REVIEW GROUPS
The following rules and procedures shall apply to expert review group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3.
1. Expert review groups are under the panel's authority. Their terms of reference and detailed working
procedures shall be decided by the panel, and they shall report to the panel.
2. Participation in expert review groups shall be restricted to persons of professional standing and
experience in the field in question.
3. Citizens of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not serve on an expert review group without the joint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n the panel considers that the
need for specialized scientific expertise cannot be fulfilled otherwise. Government officials of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not serve on an expert review group. Members of expert review groups shall serve in
their individual capacities and not as government representatives, nor as representatives of any
organization. Governments or organizations shall therefore not give them instructions with regard to
matters before an expert review group.
4. Expert review groups may consult and seek information and technical advice from any source they
deem appropriate. Before an expert review group seeks such information or advice from a sour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it shall inform the government of that Member. Any Member shall
respond promptly and fully to any request by an expert review group for such information as the expert
review group considers necessary and appropriate.
5. The parties to a dispute shall have access to all relevant information provided to an expert review
group, unless it is of a confidential nature. Confidential information provided to the expert review
group shall not be released without formal authorization from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r person
providing the information. Where such information is requested from the expert review group but
release of such information by the expert review group is not authorized, a non-confidential summary
of the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r person supplying the
information.
6. The expert review group shall submit a draft report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with a view to
obtaining their comments, and taking them into account, as appropriate, in the final report, which
shall also be issued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when it is submitted to the panel. The final report of
the expert review group shall be advisor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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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EU, 중국, 캐나다 등의 2018년 개혁 제안 내용
DSU 개정 관련하여 WTO 회원국들이 제안한 여러 공개 제안서 가운데 아래 제안서가 가장 폭넓은 공
감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샘플링으로 아래에 첨부하였음.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공개문
서로 제안되었으며, 여기에 포함된 밑줄, 음영 및 굵은 글씨체는 각각 강조점을 두기 위하여 문서의 원문
에 포함된 내용임을 밝혀 둠.

WT/GC/W/752/Rev.2
General Council 12-13 December 2018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CHINA, CANADA, INDIA, NORWAY, NEW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REPUBLIC OF KOREA, ICELAND, SINGAPORE, MEXICO, COSTA RICA AND
MONTENEGRO TO THE GENERAL COUNCIL
18)

Revision*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ated 10 December 2018, is being circulated at the request of the
delegations of the European Union, China, Canada, India, Norway, New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Republic of Korea, Iceland, Singapore, Mexico, Costa Rica and Montenegro.

INTRODUCTION
We are deeply concerned that the enduring absence of consensus in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to fill the vacancies on the Appellate Body risks undermining the viabilit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e acknowledge the successful contribu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to the secur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e recognise the essential role of the Appellate Body
within the system that serves to preser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and to clarify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ose agreements without adding to or diminish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therein.
At the same time, we acknowledge that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functioning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are ready to work on solutions, while preserving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system
and of its Appellate Body.
To this end, we call on all Members to fill the vacancies on the Appellate Body and to amend certain
provisions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1)
The proposed amendments aim at improving the DSU while addressing the concerns that have been
raised on these issues.
PROPOSED AMENDMENTS
Transitional rules for outgoing Appellate Body members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that the Appellate Body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deem someone who
is not an Appellate Body member to be a member.
It is proposed that a transitional rule for outgoing Appellate Body members is adopted by the WTO
Membership itself through an amendment of the DSU. The DSU would provide that an outgoing Appellate

*This revision is to add Montenegro as co-sponsor to the submission.
1) If the amendment of the DSU proves to be impracticable to achieve this objective swiftly, we will consider other legal
instruments appropriate for that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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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member shall complete the disposition of a pending appeal in which a hearing has already taken
place during that member's term.
The issue of 90 days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with the timelines for appellate proceedings and with the absence of
consultation of the parties when the 90-day timeframe provided for in Article 17.5 of the DSU is exceeded
and with the alleged lack of transparency.
It is proposed to amend the 90-days rule in Article 17.5 of the DSU by providing an enhanced consultation
and transparency obligation for the Appellate Body. Article 17.5 would provide for the possibility for the
parties to agree to the exceeding of the 90-day timeframe. In practice, the Appellate Body would need to
consult with the parties early in appellate proceedings – or before the appeal is filed – if it estimates that
the report will be circulated outside 90 days. If there is no agreement of the parties on the exceeding of
this timeframe there could be a mechanism pursuant to which the procedure or working arrangements for
the particular appeal could be adapted to ensure the meeting of the 90-day timeframe. For example, the
Appellate Body could propose to the parties to voluntarily focus the scope of the appeal, set an indicative
page limit on the parties' submissions or it c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duce the length of its
report. This could also include the publication of the report in the language of the appeal only, for the
purposes of meeting the 90-day timeframe (the translation to the other WTO languages and formal
circulation and adoption would come later).
It should however be clear that those changes do not affect the existing rules on the validity or the
adoption of late reports.
The meaning of municipal law as an issue of fact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with the Appellate Body review of panel findings as to the meaning of
domestic legislation.
It is proposed to clarify, for greater certainty, that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in the meaning of Article 17.6 of the DSU, while they include the
legal characterisation of the measures at issue under the WTO rules, and the panel's objective assessment
according to Article 11 of the DSU, they do not include the meaning itself of the municipal measures.
Findings unnecessary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that the Appellate Body has a tendency to make findings on issues not
necessary to resolve a dispute.
It is proposed to amend Article 17.12 of the DSU to provide that the Appellate Body shall address each of
the issues raised on appeal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the extent this is necessary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Indirectly, this amendment would also address the concern related to the timelines of appellate
proceedings (cf the issue of 90 days).
The issue of precedent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with the Appellate Body's approach to treat its own reports effectively as
precedent that panels are to follow absent "cogent reasons".
It is proposed that annual meetings are held between the Appellate Body and WTO Members (in the DSB)
where Members could express their views in a manner unrelated to the adoption of particular reports (as
laid down currently in Article 17.14 of the DSU). This would provide an additional "channel of
communication" where concerns with regard to some Appellate Body approaches, systemic issues or
trends in the jurisprudence could be voiced. Adequate transparency and ground rules for such meetings
would need to be put in place, in order to avoid undue pressure on Appellate Body members.
***
These proposed amendments are contained in the Annex. In view of the urgency of the matter, and in
order to allow for the appointments to take place swiftly, we are hereby proposing that these amendments
b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as soon as possible, pursuant to Articles IV:2 and X:8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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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AMENDMEN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17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shall be amended as follows:
1. In paragraph 2 the following sentence shall be added:
“The outgoing person shall complete the disposition of an appeal in which the oral hearing has been
held.”
2. Paragraph 5 shall be amended to read as follows:
“As a general rule, the proceedings shall not exceed 60 days from the date a party to the dispute formally
notifies its decision to appeal to the date the Appellate Body circulates its report. In fixing its timetable
the Appellate Bod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9 of Article 4, if relevant. When the
Appellate Body considers that it cannot provide its report within 60 days, it shall inform the DSB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the delay together with an estimate of the period within which it will submit its report.
In no case shall the proceedings exceed 90 day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on a proposal from
the Appellate Body. The parties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such proposals.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of the parties, if the Appellate Body considers that it cannot submit its report within 90
days it shall, after consulting with the parties, propose them specific procedures or working arrangements
and take appropriate organizational measures, without prejudice to the procedura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with a view to enabling the Appellate Body to submit its report within
that period. The parties shall cooperate to enable the Appellate Body to circulate its report within 90
days.”
3. A footnote 7 bis shall be inserted to paragraph 6 that shall read as follows:
“For greater certainty, the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do not include the panel findings with regard to the meaning of the municipal measures of a
party but do include the panel findings with regard to their legal characterisation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4. Paragraph 12 shall be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Appellate Body shall address each of the issues rai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during the
appellate proceeding,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5. Paragraph 15 shall be inserted. It shall be preceded by a sub-heading "Meetings with the Appellate
Body" and it shall read as follows:
“Meetings with the Appellate Body
Once a year, the DSB shall meet in the presence of the Appellate Body. At such meetings, any Member
may express its views on adopted Appellate Body reports. The meetings shall be open to all Members and
their conduct shall be respectful of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Appellate Body. The DSB
shall adopt the rules applicable to such meetings on a proposal from the Chairman of the DSB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Appellate Body.”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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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GC/W753
General Council 12-13 December 2018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INDIA
TO THE GENERAL COUNCIL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ated 23 November 2018, is being circulated at the request of the
delegations of the European Union, China, India.

INTRODUCTION
We are mindful of the shared responsibility of all Members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at is essential to a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ased on rules.
We acknowledge that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functioning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are ready to work on solutions on the basis of the proposal to amend certain provisions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attached to
document WT/GC/W/752.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chieve balanc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experience with the application
of the DSU to date, we consider that these amendment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amendments set
out in the Annex. These additional amendments aim at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Appellate Body, improving efficiency so as to enable it to meet the required timeframes, and
ensuring an orderly transition as well as an orderly launch of selection procedures.
PROPOSED ADDITIONAL AMENDMENTS
Independence of Appellate Body members
It is proposed to provide for one single but longer (6-8 years) term for Appellate Body members. The
objective is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the Appellate Body and its members, which is needed in view
of the experience of recent years and also in view of the other amendments proposed in document
WT/GC/W/752.
Efficiency and capacity to deliver
In addition to the amendment proposed on the issue of 90 days, an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Appellate Body and enable it to meet the required timeframes, we propose the following:
∙ Increasing the number of Appellate Body members from 7 to 9. This would improve the efficiency and
internal organization of the Appellate Body while also improving the geographical balance on the
Appellate Body after numerous accessions to the WTO since 1995.
∙ Providing that the membership of the Appellate Body is the exclusive occupation of Appellate Body
members (currently, pursuant to the DSB decision WT/DSB/1, it is a part time job). This would be
accompanied by appropriate changes in the employment conditions. This would not preclude Appellate
Body members from academic or scientific activities, 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their functions.
As an accompanying measure – not requiring an amendment of the DSU (cf. Article 17.7 of the DSU) – an
expansion of the resources of the Appellate Body Secretariat, providing the administrative and legal
support to the Appellate Body, would also be consider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mpt circulation of
Appellate Body reports while safeguarding the quality of the reports. In line with the general recruitment
policy of the WTO, the objective should be to attract and retain staff members offering the highest
standards of efficiency, competence and integrity while ensuring the broadest possible diversification,
reflecting that of the membership in the WTO.
Transitional rules for outgoing Appellate Body members
In order to ensure an orderly transition between the outgoing and new Appellate Body members, the
outgoing Appellate Body members should continue discharging their duties until their places have been
filled but not longer than for a period of two years following the expiry of the term of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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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unch of the Appellate Body selection process
It is clarified that the selection process to replace outgoing Appellate Body members shall be automatically
launched no later than X [e.g. 6]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eir term of office.
***
These proposed amendments are contained in the Annex. We are hereby proposing that, in addition to
the amendments attached to document WT/GC/W/752, these amendments b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the same occasion, pursuant to Articles IV:2 and X:8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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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AMENDMEN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17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shall be amended as follows:
1. Paragraph 1 shall be amended to read as follows:
“A standing Appellate Body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SB. The Appellate Body shall hear appeals from
panel cases. It shall be composed of seven nine persons, three of whom shall serve on any one case.
Person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shall serve in rotation. Such rotation shall be determined in the
working procedures of the Appellate Body.”
2. Paragraph 2 shall be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DSB shall appoint persons to serve on the Appellate Body for a [six-year/eight-year] four-year term
which shall be non-renewable, and each person may be reappointed once. However, the terms of three of
the seven persons appointed immediate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to be determined by lot. Vacancies shall be filled as they arise. To that end, the
Chairman of the DSB shall launch the selection process no later than X [e.g. 6]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e term of office. A person appointed to replace a person whose term of office has not expired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A person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whose
term of office has expired shall continue to discharge his or her duties until he or she has been replaced
but not longer than for a period of two years following the expiry of the term of office. The outgoing
person shall complete the disposition of an appeal in which the oral hearing has been held.”
3. Paragraph 3 shall be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Appellate Body shall comprise persons of recognized authority, with demonstrated expertise in law,
international trade 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covered agreements generally. They shall be unaffiliated
with any government. They shall not engage in any other occupation of a professional nature. The
Appellate Body membership shall be broadly representative of membership in the WTO. All person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shall be available at all times and on short notice, and shall stay abreast of
dispute settlement activities and other relevant activities of the WTO. They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consideration of any disputes that would create a direct or indirect conflict of interest.”
4. Paragraph 8 shall be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person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shall reflect their full–time
employment as members of the Appellate Body. The expenses of person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including travel and subsistence allowance, shall be met from the WTO budget in accordance with criteria
to b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based on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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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DSU 개정 협상 최초 진행 당시 미국의 주요
입장: 현재 입장과 공통점 및 차이점
미국은 DSU 개정 협상에 상당한 관심을 경주하여 왔으며 주로 패널 및 항소기구 심리 절차에 대한 분
쟁 당사국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여 왔음. 이에 따라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제안서를
DSU 개정 협상이 본격화되던 2000년대 중반부터 제시하여 왔음. 아래 내용은 이 당시 미국이 제출한 제
안서들로 공개된 문서임. 이 당시 미국의 입장은 2020년 현재 진행되는 DSU 개정 논의와도 일맥상통하
는 점이 있으며, 다만 현재 제시되는 내용이 과거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며 일방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이전 미국의 제안은 기존의 패널 및 항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을 전제하고
분쟁 당사국의 의견 제시 가능성 확대를 논의하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패널 및 항소기구의 위상을 훼손
하더라도 분쟁 당사국과 회원국의 통제권을 확대할 것으로 주장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TN/DS/W/86
21 April 2006
Dispute Settlement Body
Special Session
FURTHER CONTRIBUTION OF THE UNITED STA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F THE WTO
RELATED TO TRANSPARENCY – REVISED LEGAL DRAFTING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ated 20 April 2006, is being circulated at the request of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Over 10 years of experience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demonstrated that the system
would be improved by enhancing its transparency.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can affect large sectors of civil society, and increased membership in the WTO
has also meant that more governments and their nationals have an interest in thos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The United States recalls its pending proposals to help achieve a more open and transparent dispute
settlement process (TN/DS/W/13), including proposed textual amendments to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r “DSU”) or
proposed decis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TN/DS/W/46) and its observations on some practical
considerations involved in open meetings (TN/DS/W/79). After further discussion with delegations related
to the legal drafting of those proposals and in light of some of the legal drafting guidelines that have been
suggested,1) the United States would propose revising the drafting of those proposals in certain places.
These revisions are reflected in the following.2) For Members' convenience, the United States is also

1)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ppreciates the suggested guidelines to use the same term throughout to mean the same
concept and, wherever possible, to use singular rather than plural terms and avoid the use of the passive voice.
2) Additional conforming amendments, such as corrections to Article references, may be needed or appropriate once the
substantive text has been agreed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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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an annex that specifies the drafting changes.
(1) Open meetings
US proposal:
The DSU should provide that the public may observe all substantive panel, Appellate Body and arbitratio
n3) meetings with the parties except those portions dealing with confidential information (such as
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or law enforcement methods). The DSU could provide a basic set of
procedures for this purpose with some flexibility for the relevant body to refine these in light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a specific proceeding. For example, the procedures could provide a number
of options for allowing the public to observe the meetings, such as broadcasting meetings to special
viewing facilities.
To reflect the proposal in the text of the DSU:
(a) Article 18 of the DSU is amended by inserting the following new paragraph 3:
“3. Each substantive meeting with the parties of a panel, the Appellate Body, or an arbitrator, and each
meeting of a panel or arbitrator with an expert, shall be open for the public to observe,4) except for any
portion dealing with confidential information.5)”
(b) Appendix 3 is amended by deleting paragraph 2.
Conforming changes to reflect the inclusion of arbitrators in Article 18:
(c) Article 18 is amended by deleting in the title “with the Panel or Appellate Body”.
(d) Paragraph 1 of Article 18 is amended by deleting “panel or Appellate Body” and inserting in its place
“panel, Appellate Body, or arbitrator,” both places that it occurs and by inserting the following
footnote after the first appearance of the term “arbitrator”: “6)”.
(2) Timely access to submissions
US proposal:
The DSU should provide that parties' submissions and written versions of oral statements in panel,
Appellate Body, or arbitration proceedings are public, except those portions dealing with confidential
information.
To help facilitate public access to these documents, the Secretariat should maintain them in a central
location that would be responsible for making these documents available to the public.
To reflect the proposal:
(e) Paragraph 2 of Article 18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2. Any document7) that a Member provides to a panel, the Appellate Body, or an arbitrator shall be
public, except for confidential information. Nothing in this Understanding precludes a Member from
disclosing statements of its own positions to the public. A Member shall not disclose another Member's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Member submitting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provide within 15
days of the request of another Member a non-confidential summary of the information.”
(f) Appendix 3 is amended by deleting paragraph 3 and renumbering the subsequent paragraphs
accordingly.
(g) A decision by the DSB: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irects the Secretariat to maintain the documents referenced in
paragraph 2 of Article 18 in a central location and to make these documents available to the public,
except for confidential information.”

3) This would include arbitration under Articles 21.3(c), 22.6, and 25 of the DSU.
4) The expression “observe” does not require physical presence in the meeting.
5)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certain factual information designated as such by
the Member at the time that Member submitted the information.
6) As used in this Article, the expression “arbitrator” means any arbitrator under paragraph 3(c) of Article 21, Article 22, or
Article 25. [NOTE: this list is intended to include all arbitration proceedings under the DSU and the references would
need to be updated to reflect any amendments to the DSU.]
7) The term “document” does not include a document concerning an interim report or that is purely administrative i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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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mely access to Final Reports
US proposal:
The WTO should make a final panel report available to WTO Members and the public once it is issued to
the parties, although only circulation would trigger the relevant DSU deadlines.
Text to reflect the proposal:
(h) A decision by the DSB:
“A final report issued by a panel to the parties is an unrestricted document, except for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as defined in Article 18) . Any interim report considered final by operation of the last
sentence of paragraph 2 of Article 15 is unrestricted when considered final.”
“This decision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ractice concerning the date of circulation of the report.8)”
(4) Amicus curiae submissions
US proposal:
In light of the experience to date with amicus curiae submissions to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Members may wish to consider whether it would be helpful to propose guideline procedures for handling
amicus curiae submissions to address those procedural concerns that have been raised by Members,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The United States notes with interest the procedures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unities for handling
amicus curiae submissions (TN/DS/W/1) and looks forward to working with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other Members on this issue. The United States does not believe that an amendment to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is necessary for this purpose.
Annex: Revised Legal Drafting Showing Changes from Proposed Text in WT/DS/W/46
This Annex reproduces and marks the revised legal drafting proposed above to show changes from the text
proposed in WT/DS/W/46 (additions in bold and underline, deletions in strike-through).
(1) Open meetings
(a) Article 18 of the DSU is amended by inserting the following new paragraph 3:
“3. Each All substantive meetings with the parties of a panel, the Appellate Body, or an arbitrator,3 and
each meeting of a panel or arbitrator with an expert, shall be open for the public to observe9) except for
any those portions dealing with confidential information.10)"
[NOTE: the text in footnote 3 of TN/DS/W/46 has been moved to the new footnote proposed in
subparagraph (d) for paragraph 1 of Article 18. Changes to footnote 3 of TN/DS/W/46 are marked in the
footnote in subparagraph (d).]
(b) Appendix 3 is amended by deleting paragraph 2.
Conforming changes to reflect the inclusion of arbitrators in Article 18:
(c) Article 18 is amended by deleting in the title “with the Panel or Appellate Body.”
(d) Paragraph 1 of Article 18 is amended by deleting "panel or Appellate Body" and inserting in its place
"panel, Appellate Body, or arbitrator," “inserting”, “arbitrator,” after “panel” both places that it occurs
and by inserting the following footnote after the first appearance of the term "arbitrator":11)

8) That practice was established on a trial basis and under that practice a document is deemed to be circulated on the "date
printed on the WTO document to be circulated with the assurance of the Secretariat that the date printed on the
document was the date on which this document was effectively put in the pigeon holes of delegations in all three
working languages." (WT/DSB/M/2).
9) The expression “observe” does not require physical presence in the meeting.
10)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means certain factual information designated
as such by the Member party or third party to the dispute at the time that Member party or third party
submitted the information.
11) As used in this Article, the expression “arbitrator” means any arbitrator under paragraph 3(c) of Article 21, paragrap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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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mely access to submissions
(e) Paragraph 2 of Article 18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2. Any A Member's document12) that a Member providesd to a panel, the Appellate Body, or an
arbitrator shall be public, except for confidential information. Nothing in this Understanding
shallprecludes a Member party to a dispute from disclosing statements of its own positions to the
public. A Member shall not disclose another Member's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Member
submitting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provide within 15 days of the request of another Member a
non-confidential summary of the information.”
(f) Appendix 3 is amended by deleting paragraph 3 and renumbering the subsequent paragraphs
accordingly.
(g) A decision by the DSB: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irects the Secretariat to maintain the documents referenced in paragraph
2 of Article 18 in a central location and to make these documents available to the public, except for other
than confidential information.”
(3) Timely access to Final Reports
(h) A decision by the DSB:
“A final report issued by a panel to the parties is shall be an unrestricted document, except for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as defined in Article 18). Any interim report considered final by operation of
the last sentence of paragraph 2 of Article 15 is shall be unrestricted when considered final.
“This decision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ractice concerning the date of circulation of the report.13)”

of Article 22, or Article 25. [NOTE: this list is intended to include all arbitration proceedings under the DSU and the
references would need to be updated to reflect any amendments to the DSU.]
12) The term “documents” does not include a documents concerning an interim report or that is are purely administrative in
nature.
13) That practice was established on a trial basis and under that practice a document is deemed to be circulated on the
“date printed on the WTO document to be circulated with the assurance of the Secretariat that the date printed on the
document was the date on which this document was effectively put in the pigeon holes of delegations in all three
working languages.” (WT/DSB/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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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S/W/89
31 May 2007
Dispute Settlement Body
Special Session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Revised Textual Proposal by Chile and the United States
Communication from Chile and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ated 30 May 2007, is being circulated at the request of the delegation of
Chile and the United States.

Following further informal discussions with delegations in the context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Chile and the United States have revised the proposed text for items (a) through
(e) of their proposal on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Those revisions have particularly benefitted from
three simple guidelines that can help clarify and improve agreement text: (1) use the same term
throughout to mean the same concept, (2) wherever possible, use singular rather than plural terms, and
(3) avoid the use of the passive voice.
The original textual proposal was circulated as TN/DS/W/52 and reproduced in TN/DS/W/82. In this
document, additions to the existing text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e indicated through double-underlining, and deletions are indicated through
strike-through. In addition, changes from the original textual proposal are indicated in bold.14)
(a) interim reports at the Appellate Body stage
Article 17
5. (a) As a general rule, the proceedings shall not exceed 60 90 days from the date a party to the
dispute formally notifies its decision to appeal to the date the Appellate Body circulates its report.
In fixing its timetable the Appellate Bod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9 of
Article 4, if relevant. When the Appellate Body considers that it cannotcirculateprovide its report
within 60 90 days, it shall inform the DSB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the delay together with an
estimate of the period within which it will circulatesubmitits report. In no case shall the
proceedings exceed 90 120days.
(b) Following the consideration of submissions and oral arguments, the Appellate Body shall issue an
interim report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including both the descriptive sections and the
Appellate Body's findings and conclusions. Within a period of time set by the Appellate Body, a
party to the dispute may submit a written request for the Appellate Body to review precise aspects
of the interim report prior to circulation of the final report to the Members. At the request of a
party to the dispute, the Appellate Body shall hold a further meeting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on the issues identified in the written comments. If no party to the dispute submits
comments within the comment period, the interim report shall be considered the final report and
circulated promptly to the Members. The Appellate Body shall include in its final report a
discussion of the comments made at the interim review stage.
(b) providing a mechanism for parties, after review of the interim report, to delete by mutual agreement
findings in the report
Article 12
7. Whe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failhave failed to develop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the
panel shall submit its findings in the form of a written report to the DSB. In such cases, the report of
a panel shall set out in its report the findings of fact, the applicability of relevant provisions and the
basic rationale behind an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hat it makes. The panel shall not include
in its report circulated to the Members any finding, any finding together with its basic rationale, or a
basic rationale behind a finding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basic rationale behind the finding),

14) Additional conforming amendments, such as corrections to Article references, may be needed or appropriate once the
substantive text has been agreed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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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ve agreed is not to be included. Where a settlement of the matter
among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s been foundhave reached a solution to the matter, the report of
the panel shall be confined to a brief description of the case and to reporting that a solution has
been reached.
Article 17
13. Whe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fail to develop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the Appellate
Body shall submit its findings in the form of a written report to the DSB. In such cases, the Appellate
Body shall set out in its report the applicability of relevant provisions and the basic rationale behind
an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hat it makes. The Appellate Body may uphold, modify or reverse
the legal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panel. The Appellate Body shall not include in its report
circulated to the Members any finding, any finding together with its basic rationale,or a basic
rationale behind a finding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basic rationale behind the finding), that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ve agreed is not to be included. Whe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ve
reached a solution to the matter, the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shall be confined to a brief
description of the case and to reporting that a solution has been reached, and the report of the panel
shall be void and of no legal effect. Whe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ve reached a solution to the
appeal: (a) the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shall be confined to a brief description of the case and to
reporting that a solution to the appeal has been reached, and (b) if a party to the dispute so requests,
the DSB shall adopt the panel report within 21 days of circulation of the Appellate Body report,
unless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adopt the report.
(c) “partial adoption” procedure, where the DSB would decline to adopt certain parts of reports while still
allowing the parties to secure the DSB recommendations and rulings necessary to help resolve the
dispute
Article 16
4.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circulation of a panel report to the Members, the DSB shall adopt
the report shall be adopted at a DSB meeting7 unless a party to the dispute formally notifies the DSB
of its decision to appeal or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adopt the report.15) The DSB may by
consensus decide not to adopt a finding in the report or a basic rationale behind a finding. If a party
has notified its decision to appeal, the report by the panel shall not be considered for adoption by
the DSB until after completion of the appeal. This adoption procedur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Members to express their views on a panel report.
Article 17
14. The DSB shall adopt anAn Appellate Body report shall be adopted by the DSB and unconditionally
accept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unless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adopt the
Appellate Body report within 30 days following its circulation to the Members.16) The DSB may by
consensus decide not to adopt a finding in the report or a basic rationale behind a finding. This
adoption procedur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Members to express their views on an
Appellate Body report.
(See also proposed DSB decision below.)
DSB decision on the procedure for partial adoption:
“A Member proposing that a finding, or basic rationale behind a finding, in a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 should not be adopt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shall submit the proposal in writing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 no later than 3 days (or the WTO working day following the 3rd day if the 3rd day
is a non-working day for the WTO) after the issuance of the airgram convening the meeting at which the
report is proposed to be considered.17) The Member shall specify in the proposal the finding, or the basic

15) [No change proposed to footnote 7 in current DSU:] If a meeting of the DSB is not scheduled within this period at a
time that enables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1 and 4 of Article 16 to be met, a meeting of the DSB shall be held
for this purpose.
16) [No change proposed to footnote 8 in current DSU:] If a meeting of the DSB is not scheduled during this period, such a
meeting of the DSB shall be held for this purpose.
17) In the case of a panel report, the Member shall submit the proposal no later than 3 days (or the WTO working day
following the 3rd day if the 3rd day is a non-working day for the WTO) after the issuance of the airgram con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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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e behind a finding, at issue and give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ason not to adopt.”
(d) providing the parties a right, by mutual agreement, to suspend panel and Appellate Body procedures to
allow time to continue to work on resolving the dispute
Article 12
12. The panel may suspend its work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the complaining party for a period
not to exceed 12 months. The panel shall suspend its work whe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so agree.
In the event of such a suspension, the time-frames set out in paragraphs 8 and 9 of this Article,
paragraph 1 ofArticle 20, and paragraph 4 of Article 21 shall be extended by the amount of time that
the work was suspended. If the work of the panel has been suspended for more than 12 months, the
authority for establishment of the panel shall lapse.
Article 17
In addition to the amendment under item (a) above:
(c) The Appellate Body shall suspend its work whe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so agree. In the event of
such a suspension, the time-frames set out in this paragraph, Article 20, and paragraph 4 of Article 21
shall be extended by the amount of time that the work was suspended.
(e) ensuring that the members of panels have appropriate expertise to appreciate the issues presented in a
dispute
Article 8
2. Panel members should be selected with a view to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members,
expertise to examine the kind of matter at issue in the dispute, a sufficiently diverse background and
a wide spectrum of experience.

either: (1) the meeting at which the panel report is proposed to be considered if no party has filed a notice of appeal; or
(2) the meeting at which the panel report together with the Appellate Body report is proposed to be considered if a
party has filed a notice of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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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WTO 분쟁 현황

부표 1. WTO 분쟁 현황(주요 10개국)
국가명

제소건수

피제소건수

제3자참여

총계

미국

124

155

151

279

EU

102

85

299

187

중국

21

44

173

65

캐나다

40

23

147

63

인도

24

32

160

56

브라질

33

16

141

49

일본

26

16

205

42

아르헨티나

21

22

62

43

멕시코

25

15

105

40

한국

21

18

126

39

주: 2019년 10월 31일 기준임.
자료: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사건 현황(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
by_country_e.htm)을 토대로 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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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2011년 DSU 개정 협상 의장 텍스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DSU 개정 협상은 2010년에 들어서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주요 쟁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난항에 빠진 DDA 협상 가운데에서도 DSU 개정 문제만큼은 조기
에 타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DSU 개정 협상은 2011년 상반기까지 활
발하게 전개되었음. 미국, EU, 중국 등 여러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이 협상에 참여하였음. 이에 따라 2011
년 4월 당시 이 협상을 담당하던 주 제네바 코스타리카 대사 Ronald Saborio Soto 대사는 당시 협상 상
황을 모두 정리한 문안을 채택하고 공개하였음. 이 문서는 그 이전의 협상 내용을 정리함은 물론
(Appendix A: 2008년 당시 논의 상황을 종합한 의장 정리 문안), 2011년에 진행된 협상의 요약
(Appendix B: 최근 논의상황에 대한 의장의 요약)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전반적인 상
황을 제시하여 주는 의미 있는 문서로 볼 수 있음. 이 문서가 이후 DSU 개정 협상에도 중요한 준거점이 되
었음. 다만 2016년 이후 미국이 항소기구 제도 개혁을 내걸고 현 DSU를 본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입장
을 분명히 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이전에 비하여 반감되었음. 그러나 2020년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
운 협상 환경에서도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함의를 찾을 수 있어 앞으로도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공개문서로 제안되었으며, 여기에 포함된 밑줄, 음영 및 굵은 글
씨체는 각각 강조점을 두기 위하여 문서의 원문에 포함된 내용임을 밝혀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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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Way Forward for WTO Reform: Dispute Settlement System
Jaemin Lee

Amid faltering multilateralism and growing frustration of trading
states, “WTO Reform” has become a focal point of the global discussion.
The future of the global trading regime seems to depend upon how this
reform discussion unfolds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The global
leaders who gathered at the G-20 summit held in Osaka in June 2019
agreed that they should strive for early agreement on the WTO Reform.
As of December 2019, efforts are being mobilized in many different
forums to come up with tangible outcome, so that a final (or something
near final) package for the reform can be attained at the upcoming 12th
Ministerial Conference of June 2020.
A variety of topics are being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WTO
Reform. One of such topics is an adjustment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and attendant amendment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Discussion of this particular topic has been
prompted by a specific demand of a particular state – namely, the
United States that has expressed continuing frustration of the current
dispute settlement regime. Other states do not necessarily share the
view of the United States, but they find it inevitable to accommodate
U.S. demands given how strong U.S. opposition is.
In that regard, there are elements in the proposals being discussed at

the moment that would undermin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 something that has been praised as the most
noteworthy achievement of the present WTO regime. And yet, there are
also elements in the present discussions and related proposals that may
help states put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to perspective and
contemplate a more practical and workable dispute settlement system
under the circumstances. Topics being discussed in this regard include
curtailment of the authority of the Appellate Body, confinement of the
scope of review of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and enhancement of
the Members’ control over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proceedings,
to name a few. As always, the question is how to strike a right balance in
future negotiations.
Korea is advised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more actively. Korea is
the 7th largest trading state and 10th most frequent user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mong 164 Members of the WTO. As such, any
change of the WTO’s dispute settlement system stands to affect Korea
directly. While some issues offer very little ground for Korea to maneuver,
others do provide opportunities for its meaningful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Korea should more 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se
opportunities, so that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is amended in right
direction and in a way that reflects interest of the global community
including Korea.
Even if general direction of the current negotiation is already fixed
and hard to change, there are still details and fine-tunings that require

further inputs and guidance from Members. This is the area where
Korea can contribute. By way of example, facilitation of non-binding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strengthening of peer review through
TPRM, specification of the interpretative authority of Members, and
adoption of a remand can be contemplated in this respect. Korea is
advised to prepare and submit specific proposals or join other states in
such proposals in the next couple of years through various forums
where this important topic is to be discussed.

이재민(李在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미국 Boston College Law School (Juris Doctor)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제26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E-mail: jaemin@snu.ac.kr)

저서 및 논문
“Subsidies for Illegal Activities? – Reframing IUU Fishing from the Law
Enforcement Perspective”(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2, Issue 3, June 2019)
“Incorpo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reaties in South Korea, in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Foreign Relations Law”(Oxford Univ. Press,
September 2019).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국제법: 국가행위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
제63권 4호, 2018. 12)
『‘국제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비교사법, 제25권 4호,
2018. 11) 외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9년

19-01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뉴스와 노이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김경훈ㆍ김원기

19-02

남·북·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
이현태ㆍ최유정ㆍ최재희ㆍ김태만ㆍ림금숙ㆍ백지운ㆍ서봉교ㆍ
안국산ㆍ원동욱ㆍ이왕휘ㆍ이현우ㆍ이현주ㆍ최필수

19-03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
한홍열ㆍ윤성욱ㆍ박지원ㆍ정은이

19-04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
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정재욱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

19-05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
권율ㆍ정지선ㆍ허윤선ㆍ송지혜ㆍ유애라ㆍ김미림

19-06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 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박영호ㆍ정재욱ㆍ김예진ㆍ정민지ㆍ황규희

19-07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
문진영ㆍ나승권ㆍ이재호ㆍ이성희ㆍ김은미

19-08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
이규엽ㆍ강준구ㆍ박지현ㆍ박현

19-09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
최장호ㆍ최유정ㆍ김범환ㆍ임수호

19-10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강태수ㆍ정영식ㆍ김경훈ㆍ강은정

19-11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조동희ㆍ강구상ㆍ권혁주ㆍ문성만

19-12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
박정호ㆍ정민현ㆍ강부균ㆍ정동연ㆍ김초롱ㆍ제성훈ㆍ
세르게이 루코닌ㆍ예카테리나 자클랴즈민스카야

19-13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김종덕ㆍ윤여준ㆍ권혁주ㆍ정민철ㆍ김유리ㆍ황운중ㆍ김경훈ㆍ김원기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9-14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
정영식ㆍ김정곤ㆍ한형민ㆍ정재완ㆍ이정미ㆍ김제국ㆍ윤지현

19-15-1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
김규판ㆍ강구상ㆍ김종혁ㆍ오태현ㆍ이현진ㆍ손원주

19-15-2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제2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제도 / 김현수ㆍ강민지ㆍ이정은ㆍ이용규
19-16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
구경현ㆍ오수현ㆍ박혜리ㆍ김민성ㆍ황운중

19-17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
조문희ㆍ배찬권ㆍ김영귀ㆍ금혜윤ㆍ엄준현

19-18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
이상훈ㆍ김홍원ㆍ최지원ㆍ김주혜ㆍ최재희

19-19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정형곤ㆍ이철원ㆍ박민숙ㆍ전봉걸

19-20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
현상백ㆍ이효진ㆍ조고운ㆍ오윤미

19-21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윤덕룡ㆍ이동은ㆍ이진희

19-22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
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김효상ㆍ양다영ㆍ강은정

19-23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
안성배ㆍ한민수ㆍ김수빈, 이진희

19-24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
한민수ㆍ김혁황ㆍ최혜린ㆍ박단비ㆍ김지수

￭ 2018년

18-01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
정영식ㆍ김경훈ㆍ김효상ㆍ양다영ㆍ강은정

18-02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
이수영ㆍ최혜린ㆍ김혁황ㆍ박민숙ㆍ남시훈

18-03

디지털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
최낙균ㆍ이규엽ㆍ김혁황ㆍ장윤종

18-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 강태수ㆍ김경훈ㆍ서현덕ㆍ강은정

18-05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곽성일ㆍ정재완ㆍ이재호ㆍ김제국ㆍ김미림

18-06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 윤덕룡ㆍ김소영ㆍ이진희

18-07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
문진영ㆍ나승권ㆍ이성희ㆍ김은미

18-08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
조동희ㆍ김종혁ㆍ김흥종ㆍ문성만ㆍ윤여준ㆍ임유진

18-09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
정지원ㆍ정지선ㆍ이주영ㆍ유애라

18-10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

18-11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
박영호ㆍ정재욱ㆍ김예진

18-12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정형곤ㆍ김병연ㆍ이 석ㆍ조남훈ㆍ이정균ㆍ김범환

18-13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
박정호ㆍ강부균ㆍ민지영ㆍ세르게이 루코닌ㆍ올가 쿠즈네초바

18-14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ㆍ최유정ㆍ임소정ㆍ이효영

18-15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
조충제ㆍ송영철ㆍ이정미ㆍ윤지현

18-16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
현상백ㆍ박민숙ㆍ박진희ㆍ조고운ㆍ김부용

18-17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배찬권ㆍ엄준현ㆍ정민철ㆍ이장완

18-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
이규엽ㆍ조문희ㆍ강준구ㆍ강민지

18-19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ㆍ전자상거래ㆍ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규판ㆍ이현태ㆍ오윤미ㆍ김승현ㆍ이정은

18-20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ㆍ김종덕ㆍ박지현ㆍ김민성ㆍ안덕근

18-21

개방경제하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
안성배ㆍ김효상ㆍ신꽃비ㆍ김지수ㆍ장희수

18-22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
정영식ㆍ최혜린ㆍ양다영ㆍ 강은정ㆍ고덕기

18-23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
라미령ㆍ신민이ㆍ신민금ㆍ정재완ㆍ김제국

18-24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문희ㆍ김영귀ㆍ구경현ㆍ박혜리ㆍ금혜윤

18-25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최보영ㆍ이수영ㆍ이형근ㆍ이보람ㆍ이정은

18-26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
이상훈ㆍ김홍원ㆍ김주혜ㆍ최재희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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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Forward for WTO Reform:
Dispute Settlement System
Jaemin Lee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분쟁해결절차 개선 문제이다. 현재 논의를 보면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WTO 분쟁해결절차는 지난 25년간
적용되어 온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에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오랜 기간 주장하여 온,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녹여낸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
특히 우리 입장은 분쟁해결절차 개선 맥락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울러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