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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체결 FTA 분쟁해결제도의 패널제소 요건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FTA의 분쟁해결챕터를 검토하여,
FTA 분쟁해결제도상 패널제소 요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FTA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정리하고, Ⅲ장에서는 패널제
소를 위해 필요한 5개 제소요건을 분설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위반제소 적용배제 여부, 잠정조치에 대한 제소가능 여부에 대해 기체결 FTA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당사국 적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분쟁해결제도는 국내적
구제의 완료 원칙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
로 한-EU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등 다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는 일부 FTA 분쟁해결제도의 제3당사국 참여가능 여부를 WTO 분쟁해결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FTA 분쟁해결제도의 경우 패널제소를 위해 제소 당사국에 ‘법적이익
(legal interest)'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상이하게 회복될 법적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도 패널판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점을 살펴보았다.
넷째, 우리나라 기체결 FTA 분쟁해결제도는 협의를 필수적 전치절차로 규정하
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으며, 공동위원회의 필수적 전치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FTA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협의․공동위원회 회부절차의 필수적 전치절차 여부를 고려하여 각 FTA
별로 패널제소를 위해 필요한 전치절차 기간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FTA
상대국의 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전치절차 기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검토하
였다.

※ 주제어 : FTA 분쟁해결제도, 패널설치, 제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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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는 협소한 내수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국가 주요
아젠다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출확대, 기업 활성화, 고용창출 등 핵심적인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 총 16건의 FTA를 체결하여, 총
58개국에 대한 FTA가 타결․발효 중이다. 이는 전세계 GDP 규모 대비 약 77%에
달하는 것1)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FTA 활용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우
리기업의 시장진출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통상분쟁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논리적인 귀결로서 향후
통상분쟁에 있어 FTA 분쟁해결절차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FTA의 태
생적인 특성상 WTO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로서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구2)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상분쟁 발생 가능성은 자유화 수준이 비교적 낮
은 WTO 체제에만 귀속되어 있는 경우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하
지만, WTO 당사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달리 FTA 분쟁
해결제도의 경우 그 절차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각 FTA별로 분쟁해결 소요기간,
패널 선정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절차 및 기간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FTA 분쟁해결제도가 조약간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운영상 혼란, 분쟁해결
시스템이 주는 법적 안정성 및 예견 가능성 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FTA
상대국과 상관 없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FTA 기본모델을 마련하여 FTA들간 절
차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3)과 더 나아가 FTA 분쟁해결제도를 별
도로 마련하는 대신 WTO 분쟁해결제도를 보완하여 FTA 분쟁해결제도로 준용하
자는 주장4)까지 관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FTA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한 전례가 전무하여 축적된 패널판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외국의 FTA 분
쟁해결제도 이용사례도 대외보안 등을 이유로 명확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은 바,
* 본고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고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정부 입장
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1) 출처 : World Bank, 2015년 GDP 통계.
2) GATT 제24조, GATS 제5조.
3) 김인숙, “FTA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116-117면.
4) 김인구, “한미 FTA 및 WTO 분쟁해결제도 비교고찰”,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639-6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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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분쟁해결제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과거의 연구
도 주로 WTO분쟁해결제도와 FTA 분쟁해결제도 간 소송절차적 차원의 비교․분석,
FTA 분쟁해결제도 간 소송절차상 차이 등 일반적․개괄적인 분석에 집중되어 있어
협의, 공동위원회 회부, 패널절차 등 소송절차 각론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특히
준사법적인 패널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그간 패널판례가 상당히 축적된 WTO 분쟁해결제도와 비교했을 때 세부적인

하지만, 이러한 비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FTA 분쟁해결제도의 경우 ①각
FTA별로 당사국들의 의도와 목적을 반영한 최적화된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②항소절차를 운영하는 WTO분쟁해결제도와 비교할 때 단심제 운영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③공동위원회 회부 등 비사법적인 분쟁해
결을 도모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 ④제3당사국의 무분별한 분쟁해결절차 참여로
인한 분쟁해결 지연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⑤사적권리 및 민
간 상사분쟁해결 규정을 통해 사적 당사자의 이익보호를 다소나마 보장하고 있다
는 점, ⑥패널심리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⑦제소국의 혜택
정지 방지를 위한 금전적 평가액 지불 규정5), 제소국의 의무 정지 관련 기준 설
정6) 등 분쟁 당사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
장점이 존재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가 전세
계 GDP 규모 대비 약 77%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과 투자보호를
위해서 신속하고 특화된 FTA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고, 이 제도의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학문적․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분쟁해결제도의 패널제소를
위한 요건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
라의 FTA 분쟁해결제도 패널제소 요건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자체가 부족한 상황
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정치(精緻)한 분석이나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이번 연구가 향후 체계적인 연구를 위

5) 한-미국 FTA 제22.13조 제5항내지 제7항.
6) 한-EU FTA 제14.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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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밑거름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실무적으로는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FTA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부족하나마 패널제소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고, 앞으로 추진할 FTA 협상에 있어서도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인 패널절
차 관련 협상을 진행시 이 연구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Ⅱ. FTA 분쟁해결제도 개관
1. FTA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적 절차 및 특징과 관련하여 우
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포함된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적인 특징만 간략하게 검토하
도록 하겠다. 첫째, FTA 분쟁해결제도는 협의, 공동위원회 회부 등 비사법적인 분
쟁해결절차를 준사법적인 분쟁해결절차인 패널절차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7)하고 있어, 당사국간 정치적․비사법적 분쟁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 특히, 다른 쪽 당사국과의 패널절차 개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경우
나 다른 쪽 당사국이 패널제소에 경제적․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협의
기간이 비교적 길게 규정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둘째, FTA 분쟁해결절차는
크게 협의 → (공동위원회 회부) → 패널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사법적인 분쟁
해결절차인 협의, 공동위원회 회부와 대별되는 준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인 패널절
차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이는 패널판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WTO 분쟁
해결절차와 가장 큰 차이이라 할 수 있다. FTA 분쟁해결절차가 단심제를 운영하
는 취지는 판결의 법적 완결성, 분쟁 당사국의 항소권 보장 등 항소제도를 운영하
는 실익보다 신속한 분쟁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3
당사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 또는 "실질적인 무역 이해관
계(substantial trade interest)"만 가지고 있으면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WTO 분쟁해결절차와는 달리 FTA 분쟁해결절차는 FTA 협정의 당사국간에만 적
7) 반면, WTO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6.2조를 통해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때, 협의를 거쳤
는지 여부만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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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기 때문에 제3당사국의 분쟁해결절차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일부 다자적인
구조의 FTA 제외)하고 있다. 제3당사국의 소송참여 권리 보장문제는 FTA 패널의
결정이 역외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당사국의 권리보호가 어렵
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으나, 제3당사국의 무분별한 분쟁해결절차 참여로 인한 분
쟁해결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핵심적인
특징들은 패널제소 요건과도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하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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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협정과 FTA 분쟁해결제도 간 관할권 경합

FTA 분쟁해결제도의 패널제소 요건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 우선 FTA 협정
에 따른 분쟁해결 관할권이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FTA 분쟁해결절차는 FTA 의무위반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관할권
을 행사하나, FTA에서 WTO협정상의 의무를 단순히 재확인하는 경우에 있어 이
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이 발생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관할권 경합이 법적으로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 경
우, 당해 분쟁이 FTA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이후 WTO 분쟁해결절차에 다시 회
부되어 분쟁해결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하
여 상당한 비효율성이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 분쟁해결절차에서 상이한
판정을 내린다면 판정의 이행 및 판결의 신뢰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
가 크다.8)
이에 따라 FTA 분쟁해결절차는 이러한 관할권 행사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①
FTA 분쟁해결절차에 배타적 관할권 부여하거나, ②SPS, 환경 등 특정분야에 있
어 FTA 분쟁해결절차에 선호적 관할권을 부여하고, 동 분야와 관련하여 WTO 분
쟁해결절차에 기제소된 사안을 철회하도록 규정하거나, ③제소 당사국에게 FTA
분쟁해결제도나 WTO 분쟁해결제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선택하지 않은 법정의 관할을 배제하도록하는 이른바 ‘법정선택조항’에 따른 관할
8) 이길원, “WTO협정과 FTA에 따른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3호, 177-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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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 일반적으로 FTA에서는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선택조항’ 규정을 포함10)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분쟁해결제도도 큰 틀에서 유사한 법정 선택조항
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①FTA협정과 WTO협정뿐만 아니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까지 법정 선택조항의 적용요건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②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까지 법정 선택조항의 적용요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당해 협
정에 규정된 법정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③공동위원회 회부가 법정 선택조항
에도 불구 가능한지 여부, ④당해 선택한 절차가 종결된 이후 다른 쪽 법정에서 동
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는 각 FTA별로 다소
상이하였다. 특히,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당해 선택한 절차가 종결된 이후
다른 쪽 법정에서 동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한-미국 FTA 유형과 한-EU FTA 유형이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한
-미국 FTA 유형의 경우 FTA협정, WTO 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
의 협정중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
널에 회부시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11)하여 당해 선택한 절차가
종결된 이후 다른 쪽 법정에서 동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EU FTA 유형의 경우 당해 당사국은 첫 번째 절차
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며, FTA협정과 WTO협정상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그 두 포럼에 구하여서
는 안 된다고 규정12)하여, 당해 선택한 절차가 종결된 이후 다른 쪽 법정에서 동
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한미국 FTA 유형과 한-EU FTA 유형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시점에 여러
분쟁해결절차를 병행하는 것은 방지하고 있으나, 한-EU FTA 유형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한 분쟁해결절차가 완료되더라도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큰 차이가 존재한다.

9) 이길원, 위의 논문, 180면.
10) 김인숙, 위의 논문, 96-97면.
11) 한-미국 FTA 제22.6조 제2항.
12) 한-EU FTA 제14.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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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TA 분쟁해결제도 패널제소 요건분석
1. 패널제소 대상

가. 분쟁해결챕터의 일반적 적용범위
우리나라가 그간 체결한 FTA의 경우 적용범위 조항에서 패널절차 개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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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상 각 FTA간 다소 차이를 보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유사하게 패널제소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국 FTA 유형과 한-EU FTA 유형
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미국 FTA 적용범위 조항13)은 FTA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
을 경우와 함께 1)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한 경우,
2)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이하 ‘비위반제소’)를 분쟁
해결챕터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국 FTA 적용범위 조항과 유
사한 유형의 FTA로는 한-중국 FTA14), 한-콜롬비아 FTA15), 한-페루 FTA16), 한
-칠레 FTA17), 한-뉴질랜드 FTA18), 한-호주 FTA19), 한-캐나다 FTA20), 한-베
트남 FTA21), 한-인도 CEPA22)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미국 FTA 유형의 FTA의
경우에도 동일한 유형의 FTA간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상대국의 특성 및 협상결과
로서 다소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점은 비위반제소의 적용범위에서 명확하게 나타
난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는 원인은 비위반제소의 경우 당사국의 협정 의무위반이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한-미국 FTA 제22.4조.
한-중국 FTA 제20.2조
한-콜롬비아 FTA 제20.2조
한-페루 FTA 제23.2조
한-칠레 FTA 제19.2조
한-뉴질랜드 FTA 제19.3조
한-호주 FTA 제20.2조
한-캐나다 FTA 제21.2조
한-베트남 FTA 제15.2조
한-인도 CEPA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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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도 다른 쪽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
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분쟁해결의 제소대상으로 인정할 것인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며, 비위반제소의 적용범위가 광의로 인정될수록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선진국과 체결한
FTA의 경우 비위반제소의 적용범위를 비교적 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과
체결한 FTA의 경우 비위반제소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 표1 : 한-미국 FTA 유형 비위반제소 적용범위 >
FTA

비위반제소 적용범위

한-미국 FTA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지재권

한-중국 FTA

비위반제소 미규정

한-콜롬비아 FTA

상품,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한-페루 FTA

비위반제소 미규정

한-칠레 FTA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한-뉴질랜드 FTA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서비스, 정부조달

한-호주 FTA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서비스, 정부조달

한-캐나다 FTA

상품, 원산지, 원산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정부조달

한-베트남 FTA

비위반제소 미규정

한-인도 CEPA

상품, 원산지, 서비스
[출처 : 저자정리]

한-EU FTA 적용범위 조항23)은 FTA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적용범
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소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한-미국 FTA 유
형과 대별된다. 한-EU FTA 적용범위 조항과 유사한 유형의 FTA는 한-터키 FT
A24), 한-ASEAN FTA25), 한-EFTA FTA26)가 존재한다. 한-EU FTA 유형의 경
우 포괄적으로 분쟁해결챕터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특
징으로 인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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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챕터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패널설치가 가능
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미국 FTA 유형의 경우 양국의 분쟁해결
이 발생할 만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분쟁해결챕터의
적용․비적용범위를 사전에 명확화하여 분쟁해결이 개시되었을 때 정책적으로 보호
하고 싶은 법․제도․정책(특히, 비위반제소)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거나, 기업들
의 시장진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발

이와 관련,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도 한-EU FTA
유형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EU FTA는 분쟁해결챕터에 해석규칙을 규정27)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 따르면
중재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성문화된 규칙을 포함한 국제공법의 해
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을 해석하며, 이 협정상
의 의미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의무와 동일한 경우, 중재패널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서 수립된 관련 해석과 합치하는 해석을 채택하고, 중재패
널의 판정은 제14.2조에 언급된 조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GATT 제23.1조 (b)호는 협정 규정과의 저촉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체약 당사국에게 발생되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협정의 목적 달성이 방해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소를 인정하고 있
으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1조 및 제3.1조는 분쟁해결의 적용범
위를 WTO협정 부속서 3을 제외한 모든 부속협정과 마라케쉬협정 그 자체로 규정
하고 있는 동시에 GATT 제22조내지 제23조에 따라 적용되어 온 분쟁관리 원칙과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고 수정된 규칙 및 절차
를 준수할 것을 확인28)하고 있어 비위반제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 제14.16조와 GATT 제23.1조 (b)호 및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
1.1조 및 제3.1조를 함께 해석할 때 한-EU FTA의 분쟁해결제도도 비위반제소를

27) 한-EU FTA 제14.16조.
28)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3, 54-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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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터키 FTA, 한-ASEAN FTA, 한-EFTA FTA까지 확장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실제 분쟁해결 사례를 통한 판례누적과 당사국의 협정해석 관행이 필요
할 것이다.

나. 일반적 예외의 비위반제소 적용배제
대부분의 기체결 FTA는 총칙규정의 일부로 예외챕터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챕
터는 일반적 예외, 안보예외, 조세 등 FTA 협정의 적용에 있어 당사국의 입법 및
정책 자율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써,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종국적으로 협정의 목적달성에 기
여한다. 이러한 일반적 예외는 국가의 존립․생명보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입법․
정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에서 규정된 이래,
FTA에는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만약, 당사국이 일반적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로 취한 조치가 협정에 규정된 의
무에 반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러한 일반적 예외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및 심리가 진행된다. 일반적 예외는 종국적으로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분쟁해결절차 개시 전 일반적 예외를
근거로 분쟁해결절차 개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견 당
해 분쟁이 분쟁해결챕터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면 일반적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일단 분쟁해결절차를 개시․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위반제
소의 경우 당사국의 입법․정책 재량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되기 때문에 당사국의 입
법․정책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규정하는 일반적 예외와 그 목적상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 따라서 패널설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이러한 일반적 예외에 대한 비위반제
소가 허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미국 FTA, 한-콜롬비아 FTA, 한-캐나다 FTA는 일반적 예외와
비위반제소간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이러한 충돌문제를 해결하
고 있다. 한-미국 FTA29)의 경우 서비스, 지식재산권 챕터 관련 조치가 일반적 예
29) 한-미국 FTA 제22.4조 (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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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반제소를 원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콜롬비아
FTA30)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할 경우 비위반제소를 원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다. 한편, 한-캐나다 FTA31)는 ①상품, 원산지,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
구제의 국경간 서비스 무역규정으로부터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②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해당하는 경우 대해 비위반제소를 원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
럼 일반적 예외와 비위반제소간의 관계를 명확화하여 패널제소의 대상을 명확화

우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해 비위반제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가
The Case of The S.S. "Lotus"(1927, PCIJ, Series A, No.10), The Case of Free
zones of upper savoy and the district of gex(1932, PCIJ, Series A/B, No.46)
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의심이 있으면 주권의 제약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
다’라는 원칙을 상기32)한다면 일견 주권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 조치의 경우 비위반제소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FTA 당사국
이 비위반제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견해가 반드시 타
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에 규정
된 “제31조 (가)호에 따라 해석하면 의미가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
당33)한다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예외에 대한 비위반제소 허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준비문서(preparatory work)와 조약체결의 사정(circumstances of treaty
conclusion)을 고려하여 판단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준비문서에 대해 조
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세부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의
미에서 조약성안과정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연속된 초안(successive drafts), 초

30)
31)
32)
33)

한-콜롬비아 FTA 제20.2조 제2항.
한-캐나다 FTA 제21.2조 (다)호 및 부속서 21-가.
김대순, 국제법론(16판), 삼영사, 2011, 41면.
일반적 예외와 비위반제소간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1조에 따른 조약문
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해석원칙을 적용하여 일반적 예외와 비위반제소간의 관계를 명확화 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i)일반적 예외와 비위반제소간의 관계에 대해 제31.2조 (가)호내지 (나)호에 따라 모든 당사국간 조약에 관한 협
의 또는 조약의 체결에 관하여 당사국간 작성·수락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ii)일반적 예외와 비위반제소간의 관계에 대해 제
31.3조 (가)호내지 (다)호에 따라 당해 관계에 대한 해석 또는 적용 관련 당사국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당사국의 추후 관행이 존재
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간의 관계에 있어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 관계규칙이 존재한다면 일반적 예외와 비위반제소간의 관계를 살
펴봄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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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작업 관련 국가 간 교섭기록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당사국들
의 공동의사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협정해석을 위한 준비문서로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4) 따라서, 일반적 예외에 대한 비위반제소 허용여부가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당사국간 교섭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사국간 교섭과정에서 어떻게 합의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교섭과
정에서 당사국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패널판정을 통해 ①애초부터 분
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던 것(각하사유)인지, ②비위반제소 원용을 통해 분
쟁해결절차 개시가 가능하나 일반적 예외에 해당(기각사유)하는지에 대해 판결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 잠정조치 적용여부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잠정조치(proposed measure)가 포함되지
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조치(existing measure)의 경우 분쟁해결절
차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에 당사국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현실
화되기 전인 잠정조치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잠정조치가 적용대상인 경우 잠재적․실질적 이익침해에 대해 분쟁해결절
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어 당사국의 권리구제 수준이 높아 질 수 있으나, 다른 쪽
당사국의 입법․정책권한 침해, 남소문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정조치의 분쟁해결챕터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 전에 잠정조치
의 개념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잠정조치는 발효(entry into force)되기 이전
의 광의의 법령을 의미하며, 행정규칙(administrative measure)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표2>에 따라 입법절차가 진행되며, 이러한 절차 중 법령 입
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법령 입법절차에서 잠
정조치는 법령이 입법절차를 모두 거쳐 문안이 확정되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
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포 전 절차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행정규칙의 경
우 관보 게재가 필수요건이 아닌 만큼 실제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4) 김대순, 위의 책, 200-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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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 법령의 입법절차 >
구 분

관련부처

비 고

법령 입안

법령 소관 기관

입법예고

행자부

40일 이상

행정규칙은 대부분 제외

규제 심사

규개위(총리실)

30일

법제처 심사

법제처

30일

부령 이상만 해당됨

국무회의

행자부·법제처

15일 이상

대통령령 이상만 해당됨

국회 심의

법령 소관 기관

20일 이상

법률만 해당됨

공포(관보 게재)

행자부

10일

행정규칙은 대부분 제외

홈페이지 등록

법제처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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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출처 : 법제처]

살펴본 바와 같이 잠정조치는 입법예고 중인 미정인 상태의 법령인데, 이러한
잠정조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국
의 입법․정책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잠정조치로 인해 다른 쪽 당사
국의 투자 또는 기업에 잠재적․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정조치
를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한다면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구제가 저해
될 우려도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기체결 FTA는 잠정조치의 적
용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한-터키 FTA35)는 잠정조치에 관
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중재패널의 설치는 요청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페루 FTA36)도 패널은 잠정조치의 검토를 위해서는 설치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터키 FTA37)와 한-페루 FTA38) 모두 패널제소
대상에서만 잠정조치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패널설치 전에 이루어지는 협의와 공
동위원회, 조정․주선․중재 등에서는 잠정조치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잠
정조치 적용배제가 분쟁해결절차 적용범위 조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패널설치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잠정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은 패널절차에서

35)
36)
37)
38)

한-터키 FTA
한-페루 FTA
한-터키 FTA
한-페루 FTA

제6.5조 제3항.
제23.6조 제4항.
제6.2조.
제23,2조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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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외되는 것이다. 한편, 한-칠레 FTA39)의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범위에
현행조치와 잠정조치를 모두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잠정조치가 패널제소 대
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명확하다. 하지만, 한-페루 FTA, 한-터키 FTA, 한-칠레
FTA를 제외한 기체결 FTA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치(measure)라는 표현을 사용하
고 있어 잠정조치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①문언적 해석원칙을 규
정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의 해석상 조치(measure)라는 표현은 현행
조치(existing measure)와 잠정조치(proposed measure)를 모두 적용범위로 포함
하고 있다 보여지고, ②한-터키 FTA 및 한-페루 FTA도 잠정조치가 기본적으로
분쟁해결절차 적용범위에 포함되나, 예외적 규정을 통해 패널제소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정조치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약성안과정에서 당사국간 잠정조치를 분쟁해결절차 적용범위
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당사국간 교섭과정을 검토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2. 당사국 적격

가. 국내적 구제의 완료 원칙 적용여부
FTA 분쟁해결제도는 국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을 전제로 ‘당사국(Party)’을 협정
당사자로 규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인과 국가 간의 분쟁해결 구도를
의도한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와 대별된다. 이러한 점에서 FTA 협정의
당사국은 일견 당연하게 당사국 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을 상대로 패널제소를 행하기 위해서 제소국의 기업과 국민이 당해 조치
를 취하는 피소국의 재판소에 미리 국내적 구제를 완료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
토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러한 국내적 구제의 완료 원칙은 외교적 보호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현지에
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원칙에 대해 국제사
39) 한-칠레 FTA 제19.2조 (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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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국제관습법 상 확립된 원칙”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40) 국내적 구제의 완료 원칙이 국제관습법 상 원칙으로 인
정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인이 피소국에서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여야 제
소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①FTA 분
쟁해결제도는 정부 대 정부의 분쟁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의 국내
적 구제의 완료 여부는 FTA 분쟁해결제도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41), ②FTA

않다는 점, ③FTA 분쟁해결제도의 목적을 ‘당사국간’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
르기 위해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하도록 규정42)하고 있어 목적조항에
사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④일부 FTA에서 별도의 사적권리 및 민간 상사
분쟁해결 규정을 통해 사적 당사자간 대안적인 국제상사분쟁 해결제도를 구비하
고 있다는 점43)을 고려할 때 FTA 분쟁해결제도에는 국내적 구제의 완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보론 : 제3당사국의 참여
WTO 분쟁해결제도의 경우 제3당사국의 분쟁해결절차 참여를 광범위하게 제도
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협의과정에 있어서는 각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영토 안에
서 취하여진 조치로서 대상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다른 회원
국이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과 적절한 협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약속도록 하고 있다.44) 또한, 패널절차에 있어서는 ①분쟁당사국의 이해관계
와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협정상의 다른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패널과정
에서 충분이 고려될 것, ②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를 갖고 있으며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 회원국
은 패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서면 입장을 패널에 제출할 기회를 갖으
40) 이길원, 위의 논문, 187-188면.
41) GATT․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정부 대 정부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사인 그 자체는 설령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어도 WTO 절차
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사인에 의한 국내적 구제는 WTO 절차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국내적 구제의 완료는
WTO 절차의 전제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고무로 노리오, 국제경제법, 일조각, 2010, 771면.
42) 한-미국 FTA 제22.3조.
43) 한-미국 FTA 제22.17조, 한-칠레 FTA 제19.18조, 한-캐나다 FTA 제21.15조.
44)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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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서면 입장은 분쟁당사국에게 전달되고 패널 보고서에 반영할 것, ③제
3당사국은 제1차 패널회의에 제출되는 분쟁당사국의 서면입장을 입수하도록 할
것, ④만일 제3당사국이 이미 패널 과정의 대상이 되는 조치로 인하여 대상협정에
따라 자기 나라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정상적인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별도의 조
항45)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항소단계에서는 제3당사국의 항소권한은 인정하지
않으나, 실질적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가 존재할 것은 전제로 제3당사국
은 항소기구에 서면 입장을 제출하고 항소기구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46) 그리고,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이 중재에 회부하기로한
합의 사항은 중재절차가 실제로 개시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회원국에
게 통보해야 하며, 제3당사국은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중재절차의 당사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47) 이러한 일련의
규정은, 다자적인 구조의 WTO 체계하에서 제3당사국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보장
하여 ①제3당사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반영 및 효율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②향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제3당사국의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방지하여 소송경제 달성
및 패널판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패널 및 항소절차에 참여하
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실질적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의 경우 당해 분
쟁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제3당사국의 참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나, EC-Banana 사건 이래 구체적 분쟁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더
라도 ‘다자무역 체제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systemic interest)'가 있다고 주장하
면 제3당사국으로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며, 패널과정 참가시에도 ’실질적 이해관
계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제3당사국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실무적 운영이 되고 있다.4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WTO 분쟁해결
절차는 제3당사국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할 것이다.
반면, FTA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양 당사국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
45)
46)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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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0조.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7.4조.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5조.
W T O 홈 페 이 지 , T h e p r o c e s s — S t a g e s in a t y p ic a l W T O d is p u t e s e t t le m e n t c a s e ,
https://w w w.w 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_settlem ent_cbt_e/c6s3p1_e.htm , 2018.3.11. 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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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FTA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제3당사국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제3당사국의 분쟁해결절차 참여 관련 규정도 구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
다. 다만, 한-EU FTA, 한-ASEAN FTA, 한-EFTA FTA 등 다자적 성격을 가지
고 있는 일부 기체결 FTA의 경우 FTA 당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당해 분쟁
당사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당사국으로 FTA 분쟁해결절차 참여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유사하게 ① ‘실질적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가 존재하는 경우 중재패널
에 서면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가지며, 이러한 서면입장은 중재패널 보고서에 반영
될 수 있다는 것, ②제3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최초회의에 제출되는 분쟁당사국들의
서면입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③제3당사국이 이미 중재패널 절차의 대상이 되는
조치가 협정상 자국에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또는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협정상의 정상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과정에 있어서는 “제소국에게 피소국 및 그 밖의 당사국
에게 협의요청을 송부하고,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피소국은 제소국 및 그 밖의 당
사국들에게 동시에 협의요청 접수를 즉시 확인한다”50)고만 규정하여 제3당사국의
협의절차 참여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법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판결의 이
행 및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중요한 패널절차의 경우 제3당사국의 참여를 보장하
나, 비사법적 분쟁해결절차로서 분쟁 당사국의 재량권 보장 및 정치적 판단이 중
요한 협의절차의 경우 제3당사국의 선별적 협의 참여를 통한 이익향유(cherry
picking)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EU FTA, 한-EFTA FTA의
경우 제3당사국의 FTA 분쟁해결절차 참여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3당사국
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한-EU FTA의 경우 EU회원국 관련 무역분쟁
진행 권한을 가진 기구가 회원국 공동으로 구성된 EU위원회와 장관급 이사회51)이
기 때문에 별도의 제3당사국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9) 한-ASEAN FTA 제7조.
50) 한-ASEAN FTA 제3.2조.
51) Alasdair Young, The European Union's Us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Dispute Resolution Process, 「University of
Glasgow」, 2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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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이익

패널제소를 위해 당사국의 ‘법적이익(legal interest)'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이익 문제는 ①제소 당사국에 당초부터 법적이익이 존재
하지 않았던 경우, ②당초 법적이익은 존재하였으나, 조치의 효력 소멸 또는 조치
의 변경으로 인해 회복될 법적이익이 소멸된 경우로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두 사안은 현 시점에서 제소 당사국에 법적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는 동일하나 당초 법적이익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우선, 제소 당사국에 당초부터 법적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패널제소가 가
능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C-Banana 사건의 경우 패널52)과 항소기
구53)는 'WTO 분쟁해결양해의 해석상 국가가 제소를 함에 있어 법적이익을 가질
필요가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조치가 경쟁기회에 미치는 영향이지 현실
의 무역제한 효과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무역에 관해 잠재적
인 이익을 가지는 나라는 그 경쟁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패널 절차에 제소할 수 있
다고 기술하였다. 특히, 항소기구는 GATT 제23조와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
에 관한 양해양해 제3.7조를 근거로 패널 절차 제소의 문제는 WTO 회원국의 자기
결정 문제이고, 제소 당사국이 법적 이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54) 문
제는 이러한 WTO 패널 및 항소기구의 태도를 FTA 분쟁해결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규정한 명확한 조항은 없으나, ①대부분의 기체결 FTA 분
쟁해결챕터가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FTA협정
과 WTO협정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적이익 등 패널제소 요건에 대해 일견 유사한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②한-EU FTA55)는 협정상의 의무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의무와 동일한
경우, 중재패널은 세계무역기구의 판정에서 수립된 관련 해석과 합치하는 해석을
채택하며, 중재패널의 판정은 제14.2조에 언급된 조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
52)
53)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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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ananas Ⅲ, WT/DS27/R/ECU, para.7.49-7.50.
EC-Bananas Ⅲ, WT/DS27/AB/R, para.255.
고무로 노리오, 위의 책, 769-771면.
한-EU FTA 제14.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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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세계무역기구 판정의 선례 구속성을 인
정하고 있다는 점, ③FTA협정의 목적56)도 ‘현실 무역에 주는 영향’이 아닌 ‘경쟁
기회’의 보호가 목적이라는 점, ④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당사국의 법적이익에 즉
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잠정조치에 대해서도 FTA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
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FTA 분쟁해결제도의 경우에도 패널제소를 위
해 법적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으로 인해 회복될 법적이익이 소멸된 경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WTO 패널의
판정례를 살펴보면, US-Gasoline 사건에서 제소 당사국은 패널 설치 당시 이미
폐지된 75% rule에 대해 최혜국대우 원칙 위반여부를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패널
의 심리범위(terms of reference) 제정 당시 이미 75% rule은 폐지되었음을 확인
하고, 이 rule은 패널의 심리 범위 밖에 있다고 결정57)하며 판정을 사양하였다.58)
Argentina-Footwear Safeguards 사건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신발수입제한조치가
패널 설치 요청 후, 그러나 패널이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설치되기 전에 철회되었
으며, 아르헨티나는 조치가 철회된 날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다. 이에 패널
에 대한 회부사항에는 문제의 철회된 조치가 명기되었으나, 패널은 철회된 조치에
대해 판단 내리는 것을 보류하였다. 이처럼 조치가 패널제소 사항이 되기 위해서
는 제소가 된 시점에서 유효한 것이여야하며, 폐지된 법률, 철회된 조치는 설령 회
원국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 해도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59) 즉, 조치의 효력
소멸 또는 조치의 변경으로 인해 회복될 법적이익이 소멸된 경우, 제소 당사국은
GATT 제23조와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양해 제3.7조를 근거로
패널 절차 제소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패널은 이에 대한 판정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FTA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도 WTO 패널 판정례와 같이 조치의 효력 소
멸 또는 조치의 변경으로 인해 회복될 법적이익이 소멸된 경우, 패널제소는 가능

56) 예를 들면, 한-미국 FTA 서문규정은 ‘자유무역지대가 그들의 영역에서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안정
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창출하여 그들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제 경
쟁기회 및 경쟁력 증진을 협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57) US-Gasoline, WT/DS2/R, para.6.18-6.19.
58)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2007, 8면.
59) 고무로 노리오, 위의 책, 767-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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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에 대한 판정진행이 되지 않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패널제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제소 당사국에 당초부터 법적이익
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패널제소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판정진행 가능여부의 경우, 대부분의 기체결 FTA의 패널보고서에
판정범위60)(또는 분쟁해결절차 적용범위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is)’ 여부뿐만 아니라, ①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has otherwise failed)'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②패널
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을 패널의 심리범위
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치의 효력 소멸 또는 조치의 변경으로 인해
회복될 법적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도 패널판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61)
요약컨대, FTA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패널제소 요건으로 별도의 법적이익은 필
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소 당사국은 제소요건으로 법적이익을 갖는 대신
당해 조치가 경쟁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판단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제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조치가 경쟁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 현실의 무역제한 효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조치의 효력 소멸 또는 조치의
변경으로 인해 회복될 법적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도 WTO 패널 판정례와 다르게
패널의 심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4. 협의 및 공동위원회 회부의 필수적 전치절차 여부

가. 기체결 FTA의 분쟁해결제도 구조
협의 및 공동위원회 회부가 패널제소를 위한 필수적 전치절차인지 아니면 임의
적 전치절차인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체결 FTA의 분쟁해결
제도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 표3 >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대표적인 한-미국 FTA 유형, 한-EU
60) 한-미국 FTA 제22.4조.
61) WTO GATT 제23조 및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양해 제3.1조의 경우 ‘체약 당사자가 다음의 결과로 이 협정하
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발생되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이 방해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시제(is)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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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유형, 한-콜롬비아 FTA 유형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 표3 : 기체결 FTA 분쟁해결구조 >
FTA

→

분쟁해결절차

→

한-미국 FTA, 한-호주 FTA

협의 공동위원회 회부 패널

한-EU FTA, 한-중국 FTA, 한-칠레 FTA, 한-뉴질랜드
FTA, 한-캐나다 FTA, 한-베트남 FTA, 한-터키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한-ASEAN FTA,
한-EFTA FTA

협의 패널

한-콜롬비아 FTA, 한-페루 FTA

협의 공동위원회 회부(선택) 패널

→

→

[출처 : 저자정리]

먼저, 한-미국 FTA 유형의 경우, 공동위원회 회부 요건에 협의를, 패널설치 요
건으로는 공동위원회 회부를 규정62)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널설치를 위해서는 협
의와 공동위원회 회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EU FTA 유형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EU FTA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위원회 회부를
통한 분쟁해결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즉시 패널절차를 개시63)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콜롬비아 FTA 유형
이다. 한-콜롬비아 FTA는 협의 또는 공동위원회에 분쟁해결을 회부했음에도 분
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공동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기간 도과로 인해 공
동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개략적인 분석을 토대로 협의 및 공동위원회 회부가 패널제소를 위한
필수적 전치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나. 협의의 필수적 전치절차 여부
협의는 분쟁 당사국간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비사법적인 절차이다. 하
지만, WTO 분쟁해결절차도 정부간 협의와 패널에 의한 준사법적 심사라는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분쟁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가능한 한 당사국간 합의를 우선 도출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64)
62) 한-미국 FTA 제22.8조내지 제22.9조.
63) 한-EU FTA 제1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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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FTA의 경우 제22.8조에 규정된 통보의 전달 후 60일 이내에, 사안이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이내에 공동위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다
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분쟁해결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65)하고 있다. 또한, 공동위원회 회부 규정66)은 양 당사국이 제22.7조
에 따른 협의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사안이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
인 경우 2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공동위원회 회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위원회에 회부를 하
여야하고, 공동위원회에서도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비로소 패널설치를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만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한-EU FTA의 경우 양 당사국이 제14.3조에 규정된 협의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
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67)하
고 있다.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①공동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토록 하는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혹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다른 기간 내에, 또는 회의가 제
20.5조 제3항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 ②양 당사국이 제20.4
조에 규정된 45일 기간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
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
하여 긴급한 경우에 관한 사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협의
중에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협의 중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③그 사안
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한 요청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기간이 만료하
면, 제20.5조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64)
65)
6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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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하는 서면 요청을 다른 쪽 당
사국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8)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분쟁해결
패널 설치 요건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위원회 회부 관련 요건이 두
가지인바, 협의절차 없이 공동위원회 회부를 통해 분쟁해결패널 설치요청이 가능
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콜롬비아 FTA는 공동위원회 회부 요건으로 양 당사
국이 제20.4조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

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에 관한 사안의 경우 2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협의 요청 당사국만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
보를 전달함으로써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69)하여, 공동위원
회 회부 요건으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패널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한-미국 FTA 유형, 한-EU FTA 유형, 한-콜롬비아 FTA 유형 등 어
떠한 유형에 해당할지라도 협의는 패널설치를 위해 거쳐야하는 필수적 전치절차
에 해당한다. 하지만, 협의가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항상 필수적 전치절차는 아
니다. 일례로 EU-에콰도르-콜롬비아-페루 무역협정의 경우 당사국간 합의를 통
해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중재패널절차를 바로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70)한 바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협의가 패널설치의 필수적 전치절차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국간 합의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동위원회 회부의 필수적 전치절차 여부
공동위원회 회부는 한-미국 FTA, 한-호주 FTA, 한-콜롬비아 FTA, 한-페루
FTA 등 일부 기체결 FTA의 분쟁해결절차에만 존재하고, WTO 분쟁해결절차 및
다수의 기체결 FTA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분쟁해결절차이다. 협의와
패널설치 단계 사이에 공동위원회 회부과정을 포함한 상기 FTA는 미국 FTA 모델
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공동위원회 회부 규정은 미국-칠레 FTA,
68) 한-콜롬비아 FTA 제20.7조.
69) 한-콜롬비아 FTA 제20.5조.
70)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Colombia and Peru and Ecuador Article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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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등에 규정되어 있다. 만약, 공동위원회 회부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 동 위
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패널단계로까지 이송된다면 분쟁해결 기간이 다
소 지연될 우려가 존재한다.71)
이러한 공동위원회 회부가 패널설치의 필수적 전치절차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
기 위해 공동위원회 회부 조항이 존재하는 한-미국 FTA 유형과 한-콜롬비아
FTA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미국 FTA 유형의 경우 상기 분석한
바와 같이 공동위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분쟁해결패
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72)하고 있다. 또한, 공동위원회 회부 규
정73)은 양 당사국이 제22.7조에 따른 협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공동위원회 회부가 이루어져야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한-콜롬
비아 FTA의 경우 ①공동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토록 하는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혹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다른 기간 내에, 또는 회의가 제20.5조
제3항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 ②양 당사국이 제20.4조에 규
정된 45일 기간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
급한 경우에 관한 사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협의 중에 합
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협의 중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③그 사안을 공동
위원회에 회부한 요청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기간이 만료하면, 제
20.5조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간주하
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하는 서면 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
게 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4) 한-콜롬비아 FTA는 협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를 패널설치를 위한 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패널설치
를 위해 반드시 공동위원회 회부를 하여야할 필요는 없다. 요약컨대, 패널설치 요
건으로서 공동위원회 회부를 필수적 전치절차로 규정하는 것은 당사국간 합의한

71)
72)
7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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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위의 논문, 99-100면.
한-미국 FTA 제22.9조 제1항.
한-미국 FTA 제22.8조 제1항.
한-콜롬비아 FTA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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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당사국이 준사법적인 패널절차 대신 상호간
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큰 경우 공동위원회 회부를 필수적 전치절차로 규
정하여 FTA 분쟁해결절차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치절차 기간
법
제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가 도입되면서 기존 GATT 분쟁해결절
차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중 하나는 분쟁해결절차의 각 단계별로
엄격한 기간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심사 단계(협의절차, 패널과 상
소기구 절차, 분쟁해결기구 권고), 이행심사 단계, 보복 단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75) 기체결 FTA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하게
각 단계별로 엄격한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FTA 상대국에 따라 그 기간은 다소
상이하다. 기체결 FTA의 분쟁해결절차별 기간을 검토해보면, 일반적으로 개도국
과의 FTA의 경우 협의기간이 비교적 길어서, 분쟁당사국간 가급적 우호적인 방법
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과의 FTA의 경우 협의기간이
비교적 짧아, 신속한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개도국의 경
우 실제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정되는 것으로, 개도국은 가급적 협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여 패널설치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분쟁해결절차 관련 협상시 협의기간을 길
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패널절차 개시를 위한 전치절차 기간 분석
제4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협의절차의 경우 패널설치를 위한 필수적 전치절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패널설치가 가
능할 것이다. 또한, 한-미국 FTA, 한-호주 FTA 등과 같이 공동위원회 회부를 필
75) 고무로 노리오, 위의 책, 756-7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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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 회부 기간 또한 패널설치를 위한
전치절차 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즉, FTA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협의, 공동
위원회 회부 등 일정 절차 및 기간이 도과되어야 비로소 패널제소가 가능하도록
분쟁해결절차를 구조화하여, 준사법적인 패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국간 비
사법적인 협의 또는 공동위원회 회부를 통해 우호적인 논의를 선행하도록 하고 있
는 것이다. 이처럼 협의 및 공동위원회 회부를 통해 일정 기간내에 분쟁해결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준사법적인 패널제소가 가능한 구조로 분쟁해결절차를
구성한 점은 일정한 기간내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일정한 기간이 도
과되면 더 이상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일반적인 의미의 제소기간과
는 차이가 있다.
패널제소를 위해서는 협의와 공동위원회 회부를 모두 거쳐야 하는 한-미국
FTA, 한-호주 FTA의 경우 협의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
으면, 최대 120일이 경과해야 패널제소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다만, 한-미국 FTA
는 긴급사안인 경우에 한해 패널 및 공동위원회 회부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여
최대 50일이 경과하면 패널제소가 가능하도록 규정76)하고 있다. 패널제소를 위해
협의는 필수적 전치절차로 거쳐야하나, 공동위원회 회부는 임의적 전치절차로 규
정한 한-콜롬비아 FTA, 한-페루 FTA의 경우 패널제소를 위해 협의만 진행한다
면 한-콜롬비아는 최대 45일(긴급사안 20일), 한-페루 FTA는 최대 60일(긴급사
안 25일)이 필요77)하다. 만약, 공동위원회 회부를 진행한다면 한-콜롬비아 FTA
는 최대 30일, 한-페루 FTA는 최대 20일(긴급사안 10일)이 추가78)된다. 다만, 한
-콜롬비아 FTA의 경우 공동위원회 회부를 위해서는 협의 요청 접수후 최대 60일
(긴급사안 20일)이 도과하여야 하나, 패널제소는 협의 요청 접수후 최대 45일(긴
급사안 20일)만에 가능한 구조79)로 되어 있어, 분쟁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회부
하기 보다는 패널절차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로 되
어 있다. 패널제소를 위해 협의만을 필수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한-EU

76)
77)
7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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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FTA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1항 및 한-호주 FTA 제20.7조 제1항, 제20.8조 제1항.
한-콜롬비아 FTA 제20.7조 제1항 나호 및 한-페루 FTA 제23.4조 제9항, 제23.6조 제1항.
한-콜롬비아 FTA 제20.7조 제1항 가호 및 한-페루 FTA 제23.5조 제5항.
한-콜롬비아 FTA 제20.5조 제1항, 제20.7조 제1항 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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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중국 FTA, 한-터키 FTA, 한AESAN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
남 FTA, 한-칠레 FTA, 한-캐나다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FTA, 한
-EFTA FTA의 경우 30일에서 60일을 패널제소전 협의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협의기간은 각 상대국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개도국인
중국, ASEAN, 베트남 등은 60일(단, 뉴질랜드, EFTA도 60일), 비교적 선진국이
라 할 수 있는 EU, 캐나다는 각각 30, 35일(단, 터키도 30일)을 규정하고 있다.

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개도국의 경우 당사국간 협의를 진행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패널절차는 준사법적인 분쟁해결절차로 비사법적인 분쟁해결절차인 협의(추가
적으로, 공동위원회 회부)와 함께 통상분쟁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축중 하나
이다. 이 연구는 FTA 분쟁해결절차상 패널제소를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다루
었으나, 동 연구에서 다룬 패널제소 요건의 상당 부분은 협의개시를 위한 요건에
큰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FTA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한 전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연구에서 WTO 분쟁해결제도와 상이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실제
판례에 대한 정치(精緻)한 분석, 당사국들의 관행 관찰, 추가적인 학술연구 등을
통해 실제 FTA 분쟁해결제도에 있어 어떻게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하며, WTO 분쟁해결제도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FTA 분쟁해
결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분석도 지
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FTA 분쟁해결제도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당사국간 최적화된 분쟁해
결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실제 분쟁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판례,
협정문에 대한 분석에 국한하지 말고, 향후 우리기업의 관심 분야, 분쟁해결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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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통상이슈에 대한 권리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신통상규범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실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체결 FTA 분쟁해결제도를 체계적
으로 연구․분석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신통상규범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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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quisites for Panel Establishment :
Focusing on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quisites for panel establishment of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by reviewing the dispute settlement chapters of all
FTAs, which Korea is the Party to. Part Ⅱ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Part Ⅲ explains five requisites, which are required to
initiate the panel procedur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is article finds out that there are differences among previous FTAs when it
comes to the scope and inclusion of non-violation suing, exclusion of non-violation
suing on the general exceptions, and possibility of complaints on proposed measures.
Second, in relation to the Party's eligibility, Korea's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has not consistently requested the rule of prior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as a requisite for panel establishment. In addition,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certain multilateral FTA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uch as Korea-EU
FTA,

Korea-EFTA FTA, and Korea-ASEAN FTA with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 third Party can take part in the panel
procedures.
Thir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legal interest" is not required for complaining
Party to establish the panel and finds out that, unlik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e panel can adjudicate on the measures even if the measures' "legal
interest" has ceased to exist.
Fourth, this article examines that Korea's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requires consultation as a mandatory prerequisite procedure. Moreover, this article
looks into the provisions in order to clarify whether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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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int committee is required as a mandatory prerequisite procedure.
Fifth, this article analyses the required date for the establishment of panel by
considering whether consultation or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to the joint
committee is mandatory or not.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article finds out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required date for the establishment of panel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stage of the counterpart.
Key Word :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Establishment of Panel, Requisites
for Panel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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