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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명확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특별법과
일반법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자기완비적 체제
를 수립한 조약의 해석 문제를 동반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특히
일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일탈을 쉽게 추정
할 수 없는 경우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WTO 대상협정은 일반국
제법상의 구제방안과의 관계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소급적 구제의
문제는 사실상 WTO 대상협정의 침묵에 대한 해석 문제로 귀결된
다. 다만 침묵의 해석에 대한 WTO의 패널 및 항소기구의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실은 WTO 체제와 같은 특별한 체
제가 조약을 기반으로 형성된 체제라는 점이다. 일반국제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이는 자기완비적 체제라도 그러한 독자적인 체제
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반국제법 규칙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가령 새로운 조약 체제의 성립이나 종료, 다른 조약 체제
와의 관계 등의 논의는 소위 조약법이라는 규칙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다. 체제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통일된 시각의 정립이 필요하다. 국제교류가 증가하고 국제법의 대
상범위가 확장되는 오늘날 국제법의 제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규
율하기 위한 조약 체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체계의
특수성 및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법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하
기 마련이다.
이 같은 시각은 국제 재판소의 파편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 국제법의 전문화가 가중될수록 특별법이라는 이름하에
새로운 법체계들이 탄생하고 있고, 특별한 체계의 분쟁 해결에 관련
된 사법 기구의 양적 팽창 현상은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야
기한다. 재판소 스스로가 국제공법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 원칙들을
존중하고 공동의 법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재판소의 확대에 따른 사법 체계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국제법의 안
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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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우선 일반국제법상의 구제
방안들과 WTO 체제 내에서 확인되는 구제방안을 비교하기 위해
ARSIWA의 관련 규정 및 그에 대한 주석서를 분석하고 DSU의 조
항들과 비교한다. 또한 GATT/WTO 체제 하에서 소급적 구제가 인
정된 예로 거론되는 판정들을 분석하여 WTO 체제 내에 배상에 관
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WTO 체제 내에서 소급적 구제를 구현해야 할 필요
성과 관련하여 GATT에서 WTO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체제의
대상과 목적이 변화했는지 여부 및 실효적 구제의 의미에 대해 살
펴본다. 마지막으로 자기완비적 체제의 의미 및 일반국제법과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WTO 체제와 일반국제법의 관계로부터 소
급적 구제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현 WTO 체제 내에서 소급적 구제를 구
현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DSU 제19.1조에 대한 분석
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소급적 구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DSU의 개정 가능성 및 ICJ를 활용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주요어: WTO의 구제방안, 소급적 구제, 자기완비적 체제, 침묵의
해석, 파편화, 국제법의 통일
학번: 2012-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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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
는 법이다.1) 그 중에서도 국제법 주체들의 국제경제와 관련된 행위
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영역을 국제경제법이라 한다.2) WTO 체제는
국가들 간3)의 통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제로 국제법 특히 국제경
제법의 일부에 해당한다. WTO 체제가 독자적인 조약을 통하여 운
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국제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4)
한편 WTO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의 기치 하에 시장개방이 촉진되
1)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이론과 사례, 제5판 (박영사, 2014), p.2. 최근에는 국제기
구나 개인이 국제법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나 국제법의 주
요 행위자는 여전히 국가이며, 이러한 국제법 주체들의 국제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국제법이다; “국제공법이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public
international law is the aggregate of the legal norms governing
international
relations.).”
(Guggenheim,
Paul,
Traité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Georg (1967); Pauwelyn, Joost, Conflict of Norm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28에서 재
인용).
2) 국제경제법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제경제에 관한 법이라는 주장과 경제
에 관한 국제법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제법 주체들의 국제경
제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공법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후자의 시각이 일반화되
었다 (정인섭, op cit., p.984-985).
3) 다만 WTO 설립협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국가 뿐 아니라 자신의 대외 무역관계
및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상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 완전한 자치능력을
갖춘 독립된 관세지역도 WTO 체제에의 가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홍콩과 마카
오도 당사자로 가입되어 있고, 2001년 11월 11일 도하각료회의에서는 Chinese
Taipei를 구성하고 있는 대만(臺灣), 팽호(澎湖), 금문(金門), 마조(馬祖)가 독립관
세영역으로서 WTO 가입이 허용되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新)국제경제법, 보정
판 (박영사, 2013), p.32).
4) Garcia-Rubio, Mariano, On the Application of Customary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Organs: A General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Institut Universitaire de Hautes Etudes
Internationales (2001),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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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 간의 교역이 증가하게 되었다. 더불어 타국에 경제적 손실
을 야기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 현
실이다. 특히 교역 시장에서 발생하는 덤핑이나 각국 정부의 보조금
교부 행위는 국제교역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일국의 국내 산업에 실
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파급효과를 초래
하여 WTO 협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런데 이 같은 실질적 경제 손
실이 발생하는 경제 현실에도 불구하고 WTO 체제 내에서는 국제
의무 위반이 배상 의무를 동반한다는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이 온전
히 구현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 특히 ‘소급적 구제’ 원칙이 배
상원칙의 기본적 속성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 체제 내
에서는 오직 ‘장래적 구제’만이 허용되고 있어 실효적 구제의 측면
에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WTO 체제가 국제법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국제법상의
제 원칙들은 WTO 체제 내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WTO 체제에서는 국제법상의 모든 원칙들이 구현되
지 아니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그 기저에는
WTO 체제가 자기완비적 체제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기완비적 체제란 무엇인가? 나아가 자기
완비적 체제는 과연 국제법상의 원칙들이 모두 적용 배제되는 특별
한 체제인 것인가?
ILC가 도출한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그 어떤
자기완비적 체제도 외부 체제와 단절된 채 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특히 자기완비적 체제와 일반국제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를
지니고 있어 자기완비적 체제가 명시적으로 배제(contract out)하지
아니한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은 잔여법(residual law)으로서 여전히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명확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과 일반법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자기완비적 체
제를 수립한 조약의 해석 문제를 동반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특
히 일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일탈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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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없는 경우 특별법과 일반법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일반
법이 잔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가령 WTO 체제와 배상원칙의 관계를 예로
들자면 소급적 구제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WTO 대상협정
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실효적 구제의 측면이나 GATT/WTO 체제의 변화라는 측
면에서 뿐 아니라 자기완비적 체제와 일반국제법의 관계라는 측면
에서 소급적 구제의 필요성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국제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국제법을 하나의 통일된 법
질서(a unified legal order)로 보는 ‘보편주의적(universalistic)’ 시각
과 특별한 법체계들의 조합(a fragmented legal order)이라고 보는
‘배타주의적(particularistic)’ 시각으로 나누어진다.5) 국제법을 하나의
법질서라고 본다면 그러한 법체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규칙들, 가
령 조약 체계의 생성·수정·종료에 관한 사항이나 법체계상의 의무
위반에 관계되는 규칙들에 대해서는 통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배상원칙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히 예외가 인정되어
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거시적인 틀에서 살펴보면 자기완비적 체제와 일반국제법의 관계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설정하여 일반법의 잔여법적 성격을 강
조하는 ILC의 태도 역시 이러한 보편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보편주의적 시각에 따른다면 국제법 규범의 파편화 문제 뿐 아니
라 국제재판소 증가에 따른 사법기구의 파편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이다. 국제법의 전문화가 가중될수록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새
로운 법체계들이 탄생하고 있고, 특별한 법체계에 관련된 분쟁을 해
5) Simma, Bruno and Pulkowski, Dirk, “Of Planets and the Universe:
Self-contained Regimes in international Law”,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6), Vol.17, No.3, pp.494-505; Simma, Bruno and
Pulkowski, Dirk, “Leges speciales and Self-Contained Regimes”, in
Crawford, James, Pellet, Alain and Olleson, Simon (eds.),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14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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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위해 사법 기구의 양적 팽창 현상이 나타나면서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법의 파편화 문제에
관한 ILC 스터디 그룹이 파편화의 실질적(substantive) 측면들에 초
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했던 것6)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국제법의
통일이라는 시각에 근거하여 이 모든 파편화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WTO 체제상 소급적 구제의 구현을 통한 국제법 규범의
파편화 방지 뿐 아니라 사법체제의 파편화 방지라는 측면에서 ICJ
를 활용한 소급적 구제의 구현 방안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WTO 체제의 구제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미 이전에도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은 일반국제법
이라는 큰 틀에서 WTO 체제의 구제방안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
기 보다는 하나의 특별한 체제로서의 WTO 체제가 구현하고 있는
구제방안의 문제를 ‘WTO 협정 자체의 틀 안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7) 특히 현재의 WTO 체제 내에서 소급적 구제가 인정될 여
지가 있는지의 문제8)나 금전보상의 도입 가능성9)에 대해 살펴보는
6) ILC Report on the Work of its Fifty-Seventh Session, UN General
Assenbly Official Records, 60th Session, Supplement No. 10, UN Doc.
A/60/10 (2005), pp.206-207, paras.447-448.
7) Charnovitz, Steve, “Rethinking WTO Trade Sanc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1), Vol.95, No.4; Grané, Patricio,
“Remedies under WTO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01); Brewster, Rachel, “The Remedy Gap: Institutional Design,
Retaliation, and Trade Law Enforcement”,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2011), Vol.80; 이길원, “WTO DSU상 구제조치의 목적에 대한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2).
8) Mavroidis, Petros C,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0),
Vol.11, No.4; Goh, Gavin & Ziegler, Andreas R., “Retrospective Remedies
in the WTO after Automotive Leath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03), Vol.6, No.3; Vidigal, Geraldo, “Re-Assessing WTO
Remedies: The Prospective and the Retro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3), Vol.16, Issue 3.
9) Bronckers, Marco and Van den Broek, Naboth, “Financial Compensation
in the WTO – Improving the Remedies of WTO Dispute Settl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05), Vol.8; Bronckers, Marco
and Baetens, Freya, “Reconsidering Financial Remedies in WTO Dispute
Settl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3), Vo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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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주된 논의였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지양하
여 국제법이 하나의 법체계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배상원칙의 문제,
특히 소급적 구제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차별이 된다고 하겠다. 사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Garcia-Rubio10)나 Pauwelyn11)에 의해 채택된 바 있으
나, 이들은 단지 일반국제법이 잔여법으로 특별한 법체계에도 적용
된다는 논리를 따르고 있다. 특히 Garcia-Rubio는 국가책임에 관한
관습국제법상의 규칙이 WTO 체제 내에 적용된다는 점에 치중하였
으며, 일방적 행위로서의 대항조치의 문제에 관심이 더욱 쏠려 있었
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일반국제법상의 관습 규칙이 WTO 체제에 잔
여법으로 당연히 적용 된다 라기 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WTO 대상
협정의 침묵에 대한 해석 문제로 보아 잔여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였고, 논의의 초점도 소급적 구제의 문제에 국한하였다는 점에
서 차별을 두었다. 또한 소급적 구제의 부재라는 문제에 대한 ICJ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다방면의 검토를 진행한 것은 전에 없는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논문의 논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WTO 체제 내에서 확인되는 구제방안의 현황에 관한 것이다. DSU
의 제 규정들 중 WTO 체제의 구제방안에 관련되는 조항은 DSU
Issue.2; 이길원, “WTO 분쟁해결절차상 금전보상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국제
법평론 통권 제34호 (2011).
10) Garcia-Rubio, op cit.
11)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auwelyn, Joost, “Enforcement
and Countermeasures in the WTO: Rules are Rules – Toward a More
Collective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0),
Vol.9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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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이다. 따라서 WTO 대상협정에 구현된 구제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DSU 제3.7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분석의
기본 틀은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 ARSIWA))’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제34조 내지 제37조
와의 비교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 GATT 및 WTO
의 판정들을 분석함으로써 소급적 구제 원칙이 GATT/WTO 체제
내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WTO 체제
의 판정들 중 소급적 구제가 인정된 예로 주로 거론되는 Guatemala
– Cement Ⅰ, Ⅱ 사건12) 판정 및 Australia – Leather Ⅱ
(Articles 21.5 – US) 사건13) 판정을 분석한다.
둘째, 현 WTO 체제 내에서 소급적 구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도대체 소급적 구제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의 논의가 필
요하다. 이와 관련해 GATT에서 WTO 체제로 이행하면서 개도국의
참여가 증가하였고 법의 지배(rule of law) 체제 도입으로 구제조치
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한다. 그에
대한 입증 방법으로 학자들의 견해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
전후의 논의들 및 각국의 입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소급적 구
제의 필요성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실효적 구제의 의미가 무엇인
지 살펴보기 위해 Norway - Trondheim Toll Ring 사건14) 및
12)

WTO Panel Report on Guatemala – Anti-Dumping Investigation
Regarding Portland Cement from Mexico (Guatemala – Cement Ⅰ),
adopted on 25 November 1998 (WT/DS60/R); Appellate Body report on

Guatemala – Anti-Dumping Investigation Regarding Portland Cement
from Mexico (Guatemala – Cement Ⅰ), adopted on 25 November 1998
(WT/DS60/AB/R); WTO Panel Report on Guatemala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Grey Portland Cement From Mexico
(Guatemala – Cement Ⅱ), adopted on 17 November 2000 (WT/DS156/R).
13) WTO Panel Report on Australia – Subsidies Provided to Producers and
Exporters of Automotive Leather –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United States (Australia – Leather Ⅱ (Article 21.5 – US)),
adopted on 11 February 2000 (WT/126/RW).
14) Panel report on Norway – Procurement of Toll Collection Equipment
for the City of Trondheim (Norway - Trondheim Toll Ring), GPR.DS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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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 Leather Ⅱ (Articles 21.5 – US) 사건에서 확인되는

패널 및 항소기구의 입장을 살펴보고, 현 DSU의 구조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실효적 구제가 불가능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일반국제
법과 자기완비적 체제의 관계로부터 소급적 구제의 인정 필요성 및
당위성이 도출됨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자기완비적 체제의 개념이
확인되는 대표 판례인 PCIJ Wimbledon 사건15) 판결과 ICJ의
Teheran Hostages 사건16) 판결을 분석하고, ARSIWA 성안 과정에
제기된 특별보고자들의 보고서를 통해 자기완비적 체제에 대한 특
별보고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그리고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한 ILC
스터디 그룹 보고서17)에서 도출된 자기완비적 체제의 정의 및 일반
국제법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이렇게 도출된 이론을 최종적으로
WTO 체제 내의 소급적 구제에 관한 문제에 적용한다. 특히 WTO
대상협정이 침묵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WTO 패널 및 항소기구의
태도를 여러 판정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고 국제법의 통일이라는 시
각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내에서의 배상 원칙 구현 방안에 대해 살
펴본다. 우선 현 WTO 체제 내에서 배상 판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와 관련해 DSU 제19.1조에 제시된 권고 또는 제안을 활용하는 방법
과 패널과 항소기구의 판정결과(findings)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권고나 제안의 의미가 무엇이며 실제 용례가 어떠한
지를 GATT/WTO 판정들과 학자들의 대립되는 견해를 통해 확인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현 WTO 체제 내에서 배상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대안으로 WTO
adopted by the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on 13 May 1992,
BISD 40S/319.
15) PCIJ, Series A, No. 1. (1923).
16)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Teheran Hostages) (United States of America v. Iran), 24 May
1980.
17) ILC Report of the Study Group,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International Law, A/CN.4/L.682, 13 Apri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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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pansion

of

협정의 개정 가능성과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ICJ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특히 ICJ의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DSU 제23조의 제한
하에서 ICJ와 WTO에 대한 중복 소제기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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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WTO 체제의 구제방안과 배상원칙
제1절 국제법상 국가책임원칙
1. 국가책임원칙의 성문화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는 국제법
상 국가책임을 유발하며,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분야를 국가
책임법이라고 한다.18) 책임(responsibility) 문제는 국제공동체의 헌
법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여겨질 만큼 국제법의 핵심적인 요
소이다.19) 심지어 ‘책임 원칙이 없으면 법이 아니다(no
responsibility, no law)’20)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가책임원칙은 국
제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들의 책임 문제를 성문화하려는 노력은
이미 1930년 국제연맹의 성문화 회의(Codification Conference)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국가책임의 성문화라는 이슈는 특히 유럽 국가들
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실패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국제법위원회(ILC)는 1949년 첫 번째 회
기에서 성문화 작업이 필요한 14개의 주제들 중 하나로 국가책임에
관한 주제를 채택하였고 1955년 García Amador를 특별보고자로 임
명하였다.
18) 정인섭, op cit., p.360.
19) Reuter, Paul, “Trois observations sur la codification de la responsabilité
internationale des États pour fait ilicite”, in Le droit international au

service de la paix, de la justice et du dévelopement-Mélanges Michel
Virally, Pedone (1991), p.390; Pellet, Alain, “The Definition of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in Crawford, James, Pellet, Alain
and Olleson, Simon (eds.),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p
cit., p.3에서 재인용.
20) Pellet, Alain, Ibi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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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cía Amador는 1956년에서 1961년 사이에 6개의 보고서를 제
출하였으며 그의 연구는 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 혹은 외국
인 재산에 대한 침해(injury, damage)와 관련된 책임 문제에 국한되
었다.21) 그러나 1963년 Roberto Ago가 새로운 특별보고자를 담당하
게 되면서 국가책임 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침해 논의에 집착했던 García Amador와 달리 Ago는 “국가책임이
라는 주제의 성문화와 관련하여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한 정의(definition)의 문제를 우선적
으로 취급해야 한다”22)고 보았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1차 규칙 및 2차 규칙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23) 즉 추상적인 ‘결과’ 규칙들은 반드시 엄격하게 규정되어
야 하며 이러한 2차 규칙들은 1차 규칙 위반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 ILC는 1969년부터 1979년 사이에
특별보고자 Ago로부터 8개의 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980년 제32
차 회기에서는 국제책임의 발생에 관한 제1부 초안 규정에 대한 제
1독회를 마치고 이를 잠정 채택하였다.24)
1979년 제31차 회기에서는 Willem Riphagen이 특별보고자로 임명
되어 1980년부터 1986년 사이에 7개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87
년에는 Arangio-Ruiz가 특별보고자로 임명되어 1988년부터 1996년
사이에 8개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25) 1996년 제48차 회기에서는 초
안의 제2부와 제3부에 대한 1독회를 마치고 국가책임 규정에 관한
잠정초안을 채택하였다.26) 그러나 이 초안은 국제위법행위
21) FV García-Amador, First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ILC Yearbook
(1956), Vol.2, p.173, 221; FV García-Amador, Second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ILC Yearbook (1957), Vol.2, p.104.
22) ILC Yearbook (1969), Vol.2, p.139, para.90.
23) Pellet, Alain, “The ILC’s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nd Related Texts”, in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p cit., p.76.
24) ILC Report of the Fifty-third session (23 April-1 June and 2 July-10
August 2001), UN Doc. A/56/10, paras.33-34.
25) Ibid., paras.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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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ly wrongful act)의 내용을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와 국제불법행위(international delict)로 구분하여 국가가 국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였다.27) 이에 따
라 1997년 제49차 회기에서는 제2독회 때 다룰 문제를 제시할 국가
책임에 관한 실무작업반이 구성되었고, James Crawford가 특별보고
자로 임명되었다.28) 그는 논란이 되었던 국제범죄의 개념을 삭제하
여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
ARSIWA)’을 완성하였고,29) 채택된 초안과 주석은 총회로 보고되었
다.30)
ARSIWA는 “국제법상 국가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1차 규칙
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그 의무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1차 규칙상의 의무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나 의무 위반에 따른 1차 규칙의 계속적 유효성 또
는 구속력의 문제는 ARSIWA의 취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31)
1969년에 제출된 Ago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부터 ARSIWA가 채택
된 2001년까지 변함없이 유지된 원칙은 “국가의 모든 국제 위법 행
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마지막 특별보고자 James Crawford의 노력으로 완성된 국
가책임에 관한 초안 규정을 조약의 형태로 UN 총회에 제안할 것인
지 총회 결의나 선언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공개 실무작업반의 건의에 따라 초안 규정을 총회 결
26)
27)
28)
29)
30)

Ibid., para.37.
정인섭, op cit., p.362.
ILC Report (2001), supra note 24, para.38.
정인섭, op cit., p.362.
ILC Report (2001), supra note 24, paras.69-73; 정인섭, “‘國際違法行爲에

대한 國家責任’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보고서”, 서울국제법연구 제8권 제2호
(2001), p.1.
31) Crawford, James,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Introduction, Text and Commenta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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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접수하고 결의의 부록으로 첨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32) 향
후 이 초안 규정이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발전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국가책임법에 관한 설명의 출발
점을 이룬다는 점을 고려하여33) 본 논문의 일반국제법상의 국가책
임원칙 설명의 기본 틀로 삼도록 한다.

2. WTO 체제와 국가책임원칙의 관계
국제경제법의 제 분야들 중 국제통상 관계는 주로 WTO체제에
의해 규율이 된다.34) “국제경제법은 국제공법의 한 분파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the branch of Public International
Law)”35)라는 대명제는 WTO 협정 체제에서 파생된 WTO법이 국
제법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한 때 통상법은 지나치
게 기술적이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영
역이라거나 무역이라는 것은 정부와는 관계없는 민간경제 주체들의
문제라는 견해 등에 따라 WTO 체제는 국제공법과 동떨어진 별개
의 법 영역이라는 시각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36) 그러나 최근의
32) Ibid., pp.58-60; ILC Report (2001), supra note 24, paras.61-67, 72.
33) 정인섭, op cit., p.362.
34) 소위 WTO체제라 함은 WTO 설립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부속 협정들을 의미한다. 특히 각기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권 분야를 규율하는 부속서 1A(다자간 상품무역협정), 1B(GATS), 1C(TRIPs)
와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2, 무역정책검토제도를 규정하는 부속서
3은 WTO 설립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갖는다(WTO 설립협정 제2조 2항). 다만 복수국간 무역협정이라 불리
는 부속서 4는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해서만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구속력을 갖는다(WTO 설립협정 제2조 3항). WTO체제 하의 제 협정들
로부터 파생된 의무들이 국가 간의 의무를 구성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
으며, WTO 회원국들은 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부속 협정에 규정된 자
국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WTO 설립협정 16조 4항). 한편 이하
‘WTO 대상협정’이라는 표현은 WTO 체제의 기초를 이루는 이들 설립협정과 부속
협정들을 의미하며, 이것들이 WTO 체제 하 회원국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한
다는 점에서 간혹 ‘WTO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음을 밝혀둔다.
35) Schwarzenberger, Georg,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Recueil des cours (1966-I), Vol. 87,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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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분쟁들이 단순히 통상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타 주요
국제법 쟁점과 결부된 경우가 증가하게 되면서 단지 WTO 협정에
대한 기계적 해석에서 벗어나 각 사안에 관련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과 법리에 대한 고려가 아울러 요구되게 되었다.37)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WTO 체제의 첫 번째 사건이었던 US - Gasoline 사건38)
의 항소기구는 “GATT 협정은 국제공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것
으로 읽혀져서는 아니 된다(the General Agreement is not to be
read in clinical isolation from public international law)”는 점을 분
명히 하였다. 이로써 WTO 체제가 국제공법과 동떨어져 별개로 존
재하는 법체제가 아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후 WTO 패널
및 항소기구는 관습국제법상의 규칙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적용
해왔다.
그러나 WTO법은 국가들 간의 무역 관계 즉 통상 관계를 다룬다
는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된다. 특히 국가책임의 문제에 관한 한 특
별법(Lex Specialis)이라는 제목을 가진 ARSIWA 제55조에서 특별
한 체제에 적용되는 별도의 국가책임 규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
하고 있다.39) 그렇다면 WTO 체제 내에서 적용되는 국가책임 원칙
중 ARSIWA 제55조에서 이야기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일반국제법상의 책임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 중요해진다.
이와 관련해 특히 논쟁이 되는 문제는 일반국제법의 국가책임원
36) McRae, Donald M., “The Contribut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Recueil des cours (1996), Vol. 260,
pp.111-123.
37) 이재민,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 國際
法學會論叢, 제55권 제4호, pp.184, 207-208.
38) Appellate Body report on 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US – Gasoline) (WT/DS2/AB/R), adopted on
20 of May 1996, p.17.
39) ARSIWA, 제55조 (특별법)
본 조항들은 국제위법행위의 존재 요건, 또는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이나 이행이
국제법의 특별규칙에 의하여 규율될 때, 그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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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상 인정되는 구제방안들 중 WTO 체제 내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ARSIWA 제55조에 관한 ILC 주석의 설명과
도 관련이 있다.
이 조항들에 의해 만들어진 좀 더 일반적인 국가책임 규칙들이 특별
한 규칙에 의해 얼마나 대체될 것인지는 그 특별한 규칙에 달려있
다. 어떤 경우에는 오직 구체적으로 명시된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조약 문언이나 다른 문언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한
경우 특별한 규칙에 의해 (위법 행위의) 결과가 결정되며 제56조40)
에 규정된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일반법의 한 측면
이 수정되지만 다른 측면들은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 전자의 예는
특정 구제방안들에 관계되는 WTO의 분쟁해결양해(DSU)이다. 후자
의 예는 유럽 인권협약 제41조이다.41)

주석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편 ARSIWA의 규칙들이 특별법상의 규
칙들에 의해 얼마나 대체될 것인지는 그 특별한 규칙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DSU에 분명히 명시된 구제방안들이 있으므로
제56조에 따라 WTO법 위반에 대해서는 오직 DSU에 명시된 결과
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주석의 결론은 옳은 것인가? 과연 주석에서 설명하
고 있는 것처럼 구제방안에 관한 한 ‘오직 (DSU에) 구체적으로 명
시된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WTO 대상협정 혹은 DSU에서
분명히 확인되는가?
ARSIWA에 대한 주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에 대한
Crawford의 입장은 긍정적이다. Van den Bossche는 국가책임에 관
한 관습국제법상의 규칙 중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
40) ARSIWA, 제56조 (본 조항들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국가책임의 문제들)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본 조항들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들은 국제법의 적용 가능한 규칙들이 계속 규율한다.
41) ILC Commentary to art.55, par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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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compensation of damages)의 문제는 WTO법 특히 DSU의 특별
법적 속성으로 인해 WTO 회원국들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진다42)고 하여 다소간 주석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Mavroidis는 이 같은 견해에 부정적이다. DSU 제19.1조는
위반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할 의무만을 패널 및 항
소기구에 부과할 뿐 구제방안들 중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지에 대
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43) 따라서 WTO
체제가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한 관습국
제법의 성문화라고 할 수 있는 ARSIWA가 적용된다고 한다.
Pauwelyn은 DSU가 제3.7조 및 제19.1조를 통해 일반국제법상의 구
42) 다만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2008년 판
(2nd ed.)에서는 ‘국가책임에 관한 관습국제법상의 규칙 중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WTO 대상협정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서술하였으나(Van den Bossche,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56, 230), 2013년에 개정 출판한 제3판에서는 본문에 설시한 것처럼
‘특별법에 관한 ARSIWA 제55조와의 관계에서 WTO 법이 특별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ARSIWA 제55조에 대한 주석의 내용을 적시하여 보다 중립적으로 설명하
고 이 문제가 ‘국제법과 WTO법의 관계라는 좀 더 넓은 범주의 문제’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또한 소급적 구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while
controversial)’이라는 설명을 첨가하며 Australia – Leather Ⅱ 사건 판정에서
금지보조금에 관한 한 불법 취득한 보조금의 반환이 구제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
정이 내려진 바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판정 결과는 금지보조금의 문
제에 국한되며 제소국 및 피 제소국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는 설명을
통해 소급구제의 인정여부에 대해 비교적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Van den Bossche, Peter and Zdouc, Werner,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56, 204-205).
43) Mavroidis,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upra note 8, p.765;
Mavroidis, Petros C, “No Outsourcing of WTO Law? WTO Law as
Practiced by WTO Court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8), Vol.102, No.3, pp.437-438. Gomula와 Garcia-Rubio 역시 WTO 협정
이 일반국제법상의 국가책임원칙으로부터의 일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석의 설명을 반박하며 WTO 체제에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
장한다(Gomula,
Joanna,
“Responsibility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p cit., pp.793,
797-801; Garcia-Rubio, supra note 4,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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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안 중 하나인 ‘중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그 사실이
다른 구제방안들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일반국제법상의 규칙 중 하나를 단지 확인하는 것은
다른 규칙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44) Shadikhodjaev는 WTO협정
이 WTO 협정상의 구제방안의 특별법적 성격에 대해 침묵하고 있
다며,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 구제방안들이 GATT/WTO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GATT 및 WTO의 분쟁해결 사
례들에서 확인된다고 한다.45)
그런데 WTO에서의 구제방안에 관계되는 DSU 제3.7조를 살펴보
면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해결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DSU가 제공하는 구제방안들이 망라되어 있을 뿐 일반국제법
상의 다른 구제방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46) 사
실 조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모든 구제방안을 조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추후의 분쟁 해결 관행에서 구체화되도록 남겨
두는 것은 UN이나 EC 등 다른 국제기구들의 법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47) 그러나 구제방안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 유독
WTO 체제에 대해서만 DSU의 규정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되는 것은 WTO 체제를 국제법과 단절된 자기완비적 체제
44)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p.214-5.
45) Shadikhodjaev, Sherzod, Retali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11.
46) DSU 제3.7조
제소하기 전에 회원국은 이 절차에 따른 제소가 유익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한다. 분쟁해결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이
다. 분쟁 당사자가 상호 수락할 수 있으며 대상협정과 합치하는 해결책이 명백히
선호되어야 한다.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없을 때에는 분쟁해결제도의 첫 번째 목
표는 통상 그 조치가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동 조치의
철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가 비현실적인 경우에만 대
상협정에 대한 위반 조치의 철회 시까지 잠정 조치로서 보상의 제공에 의지할 수
있다. 이 양해가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하는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후의 구제수단
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차별적으
로 대상협정 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7) Petersmann, Ernst-Ulrich,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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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TO
체제와 일반국제법의 관계에 대한 패널 및 항소기구의 태도를 보건
대 소위 자기완비적 체제라는 것이 국제법과의 단절을 허용하는 근
거가 된다기보다는 ARSIWA 제55조와의 관계에서 일반국제법과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 관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기완비적 체제와 일반국제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일반국제법상 인정되는 구제방안들 중 WTO 체제 내에 적
용 가능한 것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적용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국제법상의 구제방안과 비교할 때 DSU가 구체적으로 명시 또
는 결락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DSU 제3.7조와 ARSIWA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반국제법과 WTO 체제상의 구제방안을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2절 ARSIWA와 DSU의 관련 규정 비교
구제방안이란 ‘권리의 실현 또는 위반의 방지 또는 시정의 수단’을
말한다.48) 권리가 있으면 구제방안이 있다는 라틴어 격언 Ubi jus,
ibi remedium이 암시하듯 구제방안은 체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
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49) 그렇다면 일반국제법상의 구제방안
48) Garner, Bryan A., Black’s Law Dictionary, 8th ed., Thomson/West
Publishing Co. (2004), p.1320; 원문: Remedies are ‘the means of
enforcing a right or preventing or rendering a wrong’.
49) 다만 Vidigal은 모든 분쟁이 재판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국내법에서는
‘권리의 부재와 구제의 부재는 동의적(want of right and want of remedy are
reciprocal)’이라는 말에 누구나 동의해야 하며, Marbury v Madison 미국 대법
원 판결에서는 실체법에 밀접하게 동반되는 구제에 관한 법을 보장하기 위해 ubi
jus, ibi remedium이라는 격언이 유명할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
법상의 재판소에는 모든 법적 권리의 존중 및 집행 담보의 책임을 지는 단일한
국가주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배상에 관련된) 규칙들에 대한 영향 범위도 제한적
인 관할권에 의해 허락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한다. (Vidigal, supra note 8,
p.523). 한편 Crawford는 국가책임의 내용에 관련된 조항들이 국내법체계에서는

- 17 -

은 어떤 것이 있는가? ARSIWA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일반국제법
상의 구제방안으로는 중지 및 재발방지(cessation and
non-repetition, 제30조), 배상(reparation, 제31조), 그리고 대응조치
(countermeasures, 제2장 제49조 내지 제54조)가 있다. 이들 조치들
이 WTO 체제 내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 WTO 체제의 구
제방안에 관한 DSU 제3.7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지 및 재발방지
국제위법행위의 유책국은 ARSIWA 제30조에 따라 (a) 위법행위
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b) 상황에 따
라 재발방지의 적절한 보장 및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50) 동조 (a)에
담긴 일반적인 원칙은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의 존중이다.
중지의 기능은 국제법의 위반을 끝내고 기초를 이루고 있는 1차 규
칙의 계속적인 타당성(validity)과 유효성(effectiveness)을 지키는 것
이다. 유책국의 중지 의무는 따라서 법의 지배를 보호하고 의존하는
데 따른 피해국 또는 피해국들의 이익과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체의
이익을 모두 보호한다.51)
주로 구제방안(remedies)에 대한 법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ARSIWA 제2부의 조항들은 유책국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서술되고 있지만, 국제
재판소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구제방안(remed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소에 선험적인(a priori) 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특별한 책임에 대한
결과가 대개 재판의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반국제법에서 이러한 접근은 훨씬
어렵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보상, 만족은 ‘사법 구제(judicial
remedies)’로 묘사되는 범주에 포괄된다고 한다. (Crawford, James, State
Responsibility: The General Pa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506).
50) ARSIWA, 제30조 (중지 및 재발방지)
국제위법행위의 책임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a)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이를 중지,
(b) 상황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 재발방지의 적절한 보장 및 보증을 제공.
51) ILC Commentary to Article 30, par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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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IWA 제30조 (b)는 모든 상황에 요구되는 의무는 아니라는 점
에서 중지 의무에 비해 유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계 지속에 필요
한 신뢰 회복과 관계 되는 의무를 담고 있다.52) 이는 앞으로 발생할
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반 행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배상
(reparation)에 관한 조항과 별도로 제30조에 규정된 것을 볼 때 배
상의 측면보다는 금지(prevention)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배상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적 결과를 나타낸다.53)
ARSIWA 제30조 (a)에 상응하는 WTO 체제상의 조치는 DSU 제
3.7조에서 확인된다.54) DSU 제3.7조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된 해결책이 없을 경우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 판정이 내려진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분쟁해결제도의 첫 번째 목표이다. 다만 철회
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반조치에 국한되며 협정 비위반조치
의 경우 철회 의무가 없다는 것이 DSU 제26.1조 (b)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철회 의무가 부과되는 조치는 적어도 패널의 위임사
항이 확정되는 시기까지는 지속되어야 한다.55)
재발방지의 보장 및 보증에 관한 사항은 DSU에 명시적으로 규정
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GATT 체제 하의 Norway - Trondheim
Toll Ring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미국은
노르웨이가 정부조달협정(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노르웨이 기업에게 Trondheim 시의
통행 요금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고,
패널은 노르웨이의 행위가 국제의무에 대한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통행요금 체계가 이미 운용중이라는 이유로 노르웨이로 하여금 행
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보증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56)
52) Ibid., para.9.
53) Barbier, Sandrine, “Assurances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in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p cit., pp.555-557.
54) supra note 42.
55) Panel report on US - Gasoline (WT/DS2/R), para.6.19.
56) Panel report on Norway - Trondheim Toll Ring, supra note 14,
paras.4.17,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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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WTO 체제에 들어선 이후에는 재발방지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패널 및 항소기구의 권고가 내려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만 패널 또는 항소기구의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위반조치가 철회되
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57) 위반조치가 이미 철회된 상황이라면 패널 또는 항소기
구로서는 유사한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만이 최선일
것이기 때문이다.

2. 배상
ARSIWA 제31조는 배상(reparation)의 의무를 규정한다.
ARSIWA 제30조의 ‘중지’가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장래적 속성
을 지닌 것임에 반해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배상’ 의무는 피해
(injury)를 대상으로 하며 대개의 경우 소급적인 성격을 지닌다. 유
책국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injury)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full
reparation)의 의무를 지며, 피해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여하한 손해(any damage)를 포함한다.58) 다시
말해 유책국은 불법행위에 따른 모든 결과를 제거하고 그러한 행위
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났을 법한 상황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59) 완전한 배상을 위한 구체적인 배상의 방법은
ARSIWA 제2부 제2장 제35조 내지 제37조에 각기 원상회복, 금전
57) Shadikhodjaev, op cit., p.13.
58) ARSIWA, 제31조 (배상)
1. 책임국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할 의무를 진다.
2. 손해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여하한 손해도 포
함한다.
59) ILC Commentary to Article 31, para.3.; 배상의 성격 및 요건에 관해 설명하
고 있는 대표 판례 즉, PCIJ의 Chorzów Factory 사건 판결문에도 이 같은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관련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Reparation must, as
far as possible, wipe out all the consequences of the illegal act and
re-establish the situation which would, in all probability, have existed if
that act had not been committed.” (Factory at Chorzów, Merits, PCIJ
Series A, No. 17, 192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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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및 만족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독적 또는 결합
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제34조). 한편 제36조 내지 제37조의 문언상
원상회복, 금전배상 및 만족 사이에는 조치 순서상의 위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러한 위계가 무조건적인(unqualified) 것은 아니
다.60)
(1) 원상회복
국제위법행위의 유책국은 위법행위가 실행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상황을 복구할 의무 즉, 원상회복(restitution)의 의무를 부담한다(제
35조). 다만 반환되어야 할 재산이 완전히 파괴되었거나 가치를 거
의 상실한 경우와 같이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거
나 보상 대신 원상회복을 할 때 파생되는 이득에 비해 원상회복이
현저히 불균형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요구되지
아니한다.61)
한편 DSU에는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부 판정 결과가 원상회복이 인정된 판정의 사례로 주장되기도 하
는 바 소급적 구제에 관한 예외적 판정의 문제와 함께 제3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금전배상
ARSIWA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에 의하
60)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op cit., pp.507-508. 구체적으로 ARSIWA
제36조 및 제37조는 각각 ‘원상회복에 의하여 피해가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
(insofar as such damage is not made good by restitution)’,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에 의하여 손해가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insofar as it cannot be
made good by restitution or compensation)’라는 조건을 부가하고 있어 제35
조 내지 제37조의 조치 사이에 위계가 존재하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
처럼 서술하고 있다.
61) ARSIWA 제35조 (a), (b); ILC Commentary to Article 35, paras.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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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 유책국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무(an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the damage)를 진다(제36조 1항). 금
전배상(compensation)은 산출된 이익손실을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여하한 손해(any financially assessable damage)를 감
당하여야 한다(제36조 2항). 이 때 ‘재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라는 요건을 부가한 것은 제37조에 규정하는 만족(satisfaction)의 대
상이 되는 국가에 대한 ‘도덕적 손해(moral damage)’, 가령 재산이
나 신체에 대한 실질적 손해(actual damage)를 동반하지 않는 손해
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62) 한편 여러 가지 배상의 유형
중 금전배상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이며 유책국에 대한
처벌적 성격을 지니지는 아니 한다.63) ARSIWA 제38조에 의거 완
전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자가 지급될 수도 있다.
한편 DSU에서도 compensation이라는 동일한 표현의 조치가 확인
된다. 그러나 이는 ARSIWA 제36조의 금전배상과는 엄연히 다른
조치이다.64) 우선 양자는 시간적 규율 범위에 차이가 있다.
ARSIWA상의 금전배상이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임에 반해 DSU 제3.7조의 보상은 위반조치의 철회를 유도하
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즉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다.65) 패널 또는 항소기구로부터 문제가 된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 받은 회원국은 즉각 또는 합
리적 이행 기간(resonable period of time, 이하 ‘RPT’) 내에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66) RPT 내에 권고나 판정 이행이 불가능한
62) ILC Commentary to Article 36, para.1.
63) Ibid., para.4.
64) 일반적으로 ARSIWA 제36조의 compensation은 ‘금전배상’으로, DSU 제3.7조
의 compensation은 ‘보상’으로 번역된다. 동일한 영어 표현에 대해 이 같은 번역
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두 조치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
각되며, 본 논문에서도 두 조치를 각기 금전배상 및 보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도
록 한다.
65) 다만 GATT 제23조 제1항 (b)에 규정된 비위반제소에 대한 보상은 DSU 26.1(d)
에 규정된 것처럼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로서의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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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위반국은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RPT 종료 전에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보상의 마련을 위해 협상을 개시하여야 하며, RPT 종료시
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는 경우 제소국이 DSB에 보복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할 수 있
다.67) 한편 보상은 권고의 이행을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취해지는 것
이기 때문에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RPT 종료일을
기점으로 그 수준을 산정한다.68) 그런데 이 같은 구조 하에서는 어
떠한 경우에도 위반조치가 시행된 시점부터 위반을 판정하는 보고
서가 채택되는 시점까지, 그리고 만약 RPT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위
반조치의 시행일부터 RPT 종료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방
안이 제공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ARSIWA와 위반조치의 시행일부터 RPT까지의 피해
를 문제 삼지 않는 WTO 체제 사이에 소급적 구제 여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보상의 수단에 있어서도 ARSIWA와 WTO 체제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금전보상을 수단으로 하는 ARSIWA의 금전배상
과 달리 WTO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은 추가적인 무역 양해를 허
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WTO에서 이야기하는 보상은
WTO 협정에 대한 일시적인 재협상에 불과한 것이다.69)
결국 ARSIWA와 DSU 모두 ‘compensation’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서로 다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WTO상의 의무를 위반한 국가
에게 일반국제법을 근거로 배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상의 목적
또는 수준에 관한 논의로써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66) DSU 제22.1조.
67) DSU 제22.2조.
68) Pauwelyn, “Enforcement and Countermeasures in the WTO”, supra note
11, p.338; 보복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RPT 종료일을 기점으로 이익
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상응하는 보복수준을 산정한다(DSU 제22.4조).
69)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p.21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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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급적 구제가 허용될 것인지, 보상의 방법에 관한 논의로 그
러한 보상을 일반국제법의 경우와 같이 금전배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만족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에 의해서도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회복
되지 않는 경우 유책국은 만족(satisfaction)의 의무를 진다(제37조).
만족은 위반의 인정, 유감의 표명, 공식 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손해와의 비례성을 벗어나거나 유책국에게
모욕을 입히는 형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70) 만족의 의무는 통상 금
전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피해는 때로 ‘비물질적 피해(non-material injury)’라고 표현
되며, 국기에 대한 모독, 국가원수나 외교관 혹은 정부 대표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 또는 부당한 처우, 공관에 대한 위법 행위와 같이 상
징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다.71) 과거에는 만족이라는 미명 하에
과도한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으나 오늘날 국가 주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의 과도한 요구를 부과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만족은 처벌적인 성격을 지니거
나 징벌적 손해 배상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
다.72)
GATT/WTO 체계상 만족을 실현하는 방법은 앞서 ARSIWA 제
30조와 관련해 다룬 바 있는 재발방지의 보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유책국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
분쟁의 경우 위반 조치를 시행한 국가가 위반 사실의 인정을 통해
만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마련이다. 가령 US – Dairy Products 사건의 경우 미국은
70) ARSIWA 제37조 2,3항; ILC Commentary to Article 37, paras.5, 8.
71) Ibid., paras.3-4.
72) Ibid., par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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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자국의 행위가 GATT 상의 의무에 위반됨을 인정하였지
만 위반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몇몇
체약국들은 GATT 제23조를 문제 삼았고 네덜란드는 심지어 보복
권한을 얻어 내는데 성공하였다.73)
한편 Mavroidis는 DSU 제19.1조의 권고 의무가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general term)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같은 표현
은 권고를 받은 국가에게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는 것이다.74) 하지만 권고라는 것은 위반 사실을 공공
연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어떤 행위가 ‘행
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WTO 협정의 기초자
들이 일반국제법상 배상의 한 종류로 인정되어 온 만족의 독자적인
역할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75)

3. 대항조치
국제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는 ARSIWA 제3부 제2장
제49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위법 행위국에 대한 대
항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대항조치는 유책국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문제된 권리, 손해의 정
도 등을 고려(제51조)하여 상응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제49조). 대항조치 역시 징벌적 성격의 조치는 아니며 잠정
적, 임시적 조치로 상대국이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대항조치 역시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제53조).
WTO 체제에서 대응조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조치는 소
위 ‘보복(retaliation)’조치로 여겨지는 DSU 제3.7조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이다.76) Mavroidis는 DSU 제3.7조의 보상과 보복
73) Hudec, Robert E., The GATT Legal System and World Trade Diplomacy,
2nd ed., Butterworth Legal Publishers (1990), pp.181-200.
74) Mavroidis,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upra note 8, p.783
75) Ibid., p.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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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유책국의 불법 행위를 국제의무에 합치시키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결과의 구성요소라는 관점에서 WTO적 의미의 대항조치라
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한다.77) 한편 WTO 체제상의 보복조치나
ARSIWA상의 대응조치 모두 사실은 불법인 행위를 보복조치 또는
대응조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시켜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즉 WTO상의 보복조치와 ARSIWA 상의 대항조치 모두 선행하는
불법행위가 존재할 때 비로소 정당한 조치로 기능할 수 있다.78)
WTO의 보복조치 역시 무효화 또는 침해된 이익의 정도에 상응하
는 정도로 취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요건으로 하며,79) 협정 위반국이 해당 조치를 철회하거나 위반국과
피해국 사이에 만족할만한 해결을 모색하게 되면 적용을 중지해야
하는 잠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80)도 대항조치와 유사하다.
그러나 WTO의 보복조치가 일반국제법상의 대항조치를 완전히
동일하게 구현한 것은 아니다. 사실 양허 또는 의무의 정지를 내용
으로 하는 WTO의 보복조치는 국가책임법상의 대항조치 보다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VCLT’) 제60조81)와 더 닮
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82) 그러나 DSU 제3.7조 및 제22.1조에서 확
76) supra note 46.
77) Mavroidis,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upra note 8, p.800.
78) 다만 WTO의 보복조치는 비위반 조치에 대해서도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79) DSU 제22.4조. 다만 여기서 요구하는 비례성 원칙이 ARSIWA 제51조의 비례성
원칙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
80) DSU 제22.8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잠정적이며, 대상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조치
가 철폐되거나 권고 또는 판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회원국이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는 등의 시점까
지만 적용된다. (이하 생략).
81) VCLT 제60조 (조약 위반의 결과로서의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1. 양자조약의 일방당사국에 의한 중대한 위반은 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를 타방당사국에
부여한다. (이하생략)
82) Petersman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op cit., p.82;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228; Simma and Pulkowski, “Of
Planets and the Universe”, supra note 5, 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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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듯 보상과 보복은 위반 조치를 협정에 합치시킴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DSU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시
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무 이행의 유도(to induce compliance)’를
목적으로 하는 대항조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83)
한편 일방적 속성을 지닌 ARSIWA의 대항조치와 달리 WTO의
보복조치는 DSU 제22.6조 및 제23.2조 (C)에서 다자적 권한 및 대
항조치에 대한 감시 등을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방적 속성을 배
제하였다. 또한 대항조치의 목적이 유책국으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 반해 보복조치의 목적은 그러한 목적 외
에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분쟁 당사국들 사
이에 존재하던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목적84) 및 일시적인 보상
을 얻기 위한 목적85)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대항조치
와 달리 보복조치의 목적은 한 가지 이상이 존재하며 따라서 양자
의 목적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항조치가
위반된 의무에 상응하거나 그와 관련된 의무를 정지하는 것에 국한
되지 않는 것86)과 달리 보복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나타난 분야에서 보복조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그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고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간
주되는 경우에야 교차보복이 허용된다.87) 그 외에 일반국제법상의
83) Pauwelyn, Ibid., p.230;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GATT 체제에서 균
형 회복(rebalance)을 목적으로 했던 것과 달리 WTO 체제에 들어서면서 의무 이
행을 유도하기 위한 보복조치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Charnovitz,
supra note 7, pp.802-808 참조.
84) WTO Arbitration Decision, United States – Anti-Dumping Act of 1916,

Original Complaint by the European Communities – Recourse to
Arbitration by the United States under Article 22.6 of the DSU (US –
1916 Act (EC) (Article 22.6 – US)), circulated on 24 February 2004
(WT/DS136/AB/R), para.5.3.
85) WTO Arbitration Decision, United States –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Original Complaint by Brazil – Recourse to
Arbitration by the United States under Article 22.6 of the DSU (US –
Offset Act (Byrd Amendment) (Brazil) (Article 22.6 – US)), circulated on
31 August 2004 (WT/DS217/ARB/BRA), para.6.3.
86) ARSIWA, Commentary to Chapter Ⅱ, par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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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조치가 불법행위로 인해 과거에 입은 손해 뿐 아니라 향후 유
책국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입게 될 침해를 모두 계산에 넣는 것
과 달리 보복조치는 합리적 이행 기간 종료 이후만을 문제 삼는다
는 점도 차이가 있다.
결국 WTO상의 보복조치는 일반국제법상의 대항조치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특별법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
다. 이러한 특별법적 요소로는 합리적 이행 기간 이후의 침해만을
고려요소로 삼는다는 시간적 요소(timing), 다자적 속성을 부가하여
일방조치를 배제한다는 점, 보복조치가 추구하는 목적상의 차이 등
이 있겠다.88) 그렇다면 WTO의 보복조치 관련 규정에서 협정이 침
묵하고 있는 부분 가령 무효화 또는 침해된 이익의 수준을 산정하
는 시점과 관련해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을 원용해 소급적 구제를 인
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외에 보복조치의 영향이 제3국에 대해서도 미칠
것인지, DSU 제22.4조의 ‘상응하는(equivalent) 수준’이 일반국제법
에서 말하는 비례성 원칙(proportionality)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4.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WTO 체제 내에서 온전히 인정되는 일반국
제법상의 구제방안은 오직 ARSIWA 제30조 (a)의 중지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Norway – Trondheim Toll Ring 사건 판정과 같
은 GATT의 관행을 보건대 특히 위반 조치가 이미 철회된 경우라
면 WTO 체제에서도 동조 (b)의 재발방지의 보장 및 보증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RSIWA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에 대한 조항 역시
87) DSU 제22.3조 (a)-(c).
88)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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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에 존재하지 않는다. ARSIWA 주석에서는 WTO 분쟁해결 기
제의 초점은 배상보다는 중지라는 내용이 확인된다.89) ARSIWA 제
3부 제2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대항조치는 WTO 체제 내에서 보복
조치라는 형태로 일견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사실 양자의 내용이 동
일하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WTO 체제에서
침묵하고 있는 배상의 문제에 대해 일반국제법상의 배상 원칙을 원
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WTO의 보복조치의 규율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 일반국제법상의 대항조치를 원용할 수 있는지의 논의
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WTO 체제 내에서 허용되는 보복조치 즉,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이외에 일반국제법상의 대항조치를 원용할 수 있
는지의 문제는 사실상 논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
반국제법상의 대항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WTO 체
제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는 DSU
제22.4조의 ‘상응하는(equivalent)’이 일반국제법상의 비례성 원칙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때 더욱 그러하다.90)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
이 WTO 체제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통상이라는 이슈 영역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심지어 온
전히 통상 이슈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들, 가령 인권조약이나 환경
조약의 위반에 관련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통상 이슈와의 관련성을
이유로 WTO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은 그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하겠다.
따라서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일반국제법의 원용 가능성 문제가
논의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본 논문에서는 구제방
안 중 배상조치에 관한 부분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일반국제법상의 배상원칙에 관계되는 사항들 중 소급적
구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
89) ILC Commentary to Article 30, footnote 459.
90)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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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급적 구제에 관한 예외적 판정과 일반화의 한계
1. 배상원칙
국제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일반진술은
Chorzów Factory 사건의 PCIJ에 의해 탄생하였다.
약속의 위반이 적절한 형태로 배상할 의무를 동반한다는 것은 국제
법의 원칙이다. ... 따라서 배상은 조약 적용의 실패를 필수불가결하
게 보충하며 이에 대해 조약 자체에 명시될 필요는 없다.91)

이에 더해 PCIJ는 배상 의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불법 행위의 실질적인 개념에 포함된 본질적인 원칙 –국제 관행 특
히 중재 재판소 판결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원칙- 은 배상
이 가능한 한 위법한 행위의 모든 결과를 청산하고 그러한 위법 행
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났을 상황을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재건하는 것이다.92)

이전 상태(status quo ante)의 재건 기능을 강조하는 상기의 배상
의무에 관한 정의는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비롯한 수많은 국
제 재판소 및 기구들에서 확인되었다.93)
한편 국제법상의 사법적 구제방안(judicial remedies)의 범주에 포
함되는 배상의 종류로는 원상회복, 금전배상, 그리고 만족이 있으며,
91) Factory at Chorzów, Jurisdiction, PCIJ Series A, No. 9, 1927, p.21. (원문:
[i]t i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at the breach of an engagement
involves an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in an adequate form. ...
[r]eparation therefore is the indispensable complement of a failure to
apply a convention and there is no necessity for this to be stated in the
convention itself.)
92) Factory at Chorzów, Ibid., p.47.
93)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op cit., p.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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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IWA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반영된 이 의무들이 단독적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완전한 배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은 전술
한 바 있다.
그런데 위법행위가 배상을 동반한다는 것이 국가책임의 핵심이라
는 점은 국가책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던 시절에도 Grotius,
Vattel, Anzilotti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94) 그렇다면 이토록 오랜 전
통을 지닌 중요한 원칙이 어째서 DSU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일까?
이에 대해 배상에 관한 규정은 굳이 조약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는
PCIJ의 말처럼 배상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배상
특히 과거에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급적 구제
가 GATT 및 WTO 체제 내에서 인정된 바 있으며 여전히 인정 여
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95) 또한 WTO 설립협정 제16
조에 따라 협정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GATT/WTO의
관행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96)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급구제를 인정한 예로 주로 인용되는
GATT/WTO 판정을 살펴본 후 WTO 체제 내에서도 관행상 배상
원칙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예
들이 WTO 체제 내에서 예외적으로 소급적 구제가 인정된 사례라
고 주장될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결코 배상원칙이 인정된다는 일반
화의 사례가 될 수는 없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94) Pellet, Alain, “The Definition of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in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p cit., p.5.
95) 대표적인 학자로는 Mavroidis.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upra note 8. 다만 2008년 논문에서는 “WTO의 관행은 WTO 법체계상의 구제
방안이 사실상 장래적 속성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더욱 지지하고 있다”는 표
현을 통해 소급적 구제에 대한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암
시하게 한다(Mavroidis, “No Outsourcing of WTO Law?”, supra note 43,
p.438).;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p.217-236; Babu, R.
Rajesh, Remedies under the WTO Legal System,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등이 있다.
96)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설립협정) 제16조 (기타조항)
1. 이 협정 또는 다자 간 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세계무역기구
는 1947년도 GATT 체약국단 및 1947년도 GATT의 틀 내에서 설립된 기구의 결
정, 절차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 (이하생략).

- 31 -

2. GATT/WTO 관련 판정
(1) GATT 판정

Norway - Trondheim Toll Ring 사건에서 패널은 노르웨이 정부

가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조달 절차를 새로 개시하도록 권고하
는 것이 노르웨이가 위반 조치를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하여 일견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권고를 하는 것은 자원 낭비 및 제3자의 이익
에 손해를 초래하여 균형에 맞지 않는다(disproportionate)는 것이
패널의 최종적인 입장이었다.97) 결국 원상회복 판정은 내려지지 않
았으며, Petersmann은 이러한 패널의 결정이 GATT의 관행에 일치
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유책국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일반국제법상의 인식과도 일치한다고 보았다.98)
한편 보다 명시적으로 이전 상태의 회복(status quo ante)을 목적
으로 하는 ‘취소(revocation) 및 배상(reimbursement)’ 조치가 제안
된 사례들도 확인된다.99) 이들 보고서 중 채택된 것은 일부에 불과
하지만 분명 과거에 시행된 조치에 따른 피해 배상이 인정된 판정
97) Panel Report, Norway-Trondheim Toll Ring, supra note 14, para.4.17.
98) Petersman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op cit., p.78.
99) New Zealand – Imports of Electrical Transformers from Finland,
L/5814, adopted on 18 July 1985, BISD 32S/55;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ies on Fresh, Chilled and Frozen Pork from Canada,
DS7/R, adopted 11 July 1991, BISD 38S/30;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Softwood Lumber from Canada (US – Softwood
Lumber Ⅱ), SCM/162, adopted on 28 October 1993, BISD 40S/358;
Canada –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Imports of
Manufacturing Beef from the EEC, SCM/85, not adopted, dated 13
October 1987; United States – Anti-Dumping Duties on Grey Portland
Cement and Clinker from Mexico (US – Cement), ADP/82, not adopted,
dated 7 September 1992; United States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Stainless Steel Plate from Sweden, ADP/117, not adopted,
dated 24 February 199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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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진다. 그 중 하나인 US – Softwood Lumber Ⅱ 사건 패
널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패널은 조치가 회원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회원국이 해당 조치를 협정에 일치시켜야 함을 일반적으로 권
고하였다. 패널은 그러한 권고가 특히 회원국이 조치를 협정에 일치
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복수로 존재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이번 사건이 미국에게 여러 개의 선택안
이 허용되는 그러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미국에게 허용되
는 유일한 선택안은 캐나다로부터의 softwood lumber 수입을 고려
하여 모든 현금예치금의 반환 ... 이라고 판단하였다.100)

이에 덧붙여 패널은 GATT 의무에 합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과된
관세(duties)의 반환을 권고했던 두 개의 패널 보고서가 GATT 체
약 당사국들(Contracting parties)에 의해 채택되었던 것을 상기시키
며 US – Softwood Lumber Ⅱ 사건도 그러한 권고가 적절한 경우
라고 하였다.101) 이 같은 고려 하에 패널은 미국에게 예치금반환 등
을 권고하였다.102)
한편 채택된 보고서는 아니지만 소급적 구제에 대한 GATT 패널
의 입장과 관련하여 US – Cement 사건의 패널 보고서도 살펴볼
만하다. 패널은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에 관한 양
해가 배상(reimbursement)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103) 반
덤핑 절차에 위반되는 조치가 덤핑 조사 개시 이후의 행위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다면 이미 징수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취
소 및 배상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양해는 적절하게 부과된 세
100)
101)
102)
103)

GATT Panel Report, US – Softwood Lumber Ⅱ, Ibid., para.413.
Ibid., para.414.
Ibid., para.415.
GATT Panel Report, US – Cement, supra note 99, para.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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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덤핑 마진을 초과하고 덤핑에 대해 부정적인 결정이 나거나 또
는 최종적인 결정이 부정적으로 나는 경우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한 배상 의무의 존재
는 협정에 합치하지 않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에 배상
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시한다.104)

패널은 이에 덧붙여 ‘해당 조치가 오랜 기간 동안 다투어지지 않았
고 따라서 배상이 특별한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와 같이 배상이 관
련 회원국을 과도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배상이 제안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105) Shadikhodjaev는 이 같은 제한 요
건이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으로 인해 과도
한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원상회복을 제한하는 ARSIWA 제35조의
단서와 닮아 있다고 한다.106)
(2) WTO 판정
1) Guatemala – Cement Ⅰ, Ⅱ
멕시코는 과테말라 정부가 Cruz Azul의 시멘트 수출에 대해 부과
한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이를 취소하고 반덤핑 관세액에 상응하는
만큼 반환하도록 권고해줄 것을 패널에 요청하였다. 패널은 “전체적
인 (반덤핑) 조사가 불충분한 근거에 따른 것이었으며 따라서 결코
행해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다.”면서 “과테말라가 멕시코산 시멘트
수입에 대해 부과한 현존하는 반덤핑 조치를 취소(revoke)하는 것이
패널의 권고를 이행하는 유일의 적절한 수단”이라며 취소를 제안하
였다.107) 그러나 징수된 반덤핑 관세의 ‘반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
104) Ibid., para.5.40.
105) Ibid., para.5.43.
106) Shadikhodjaev, Sherzod, op cit., p.16.
107) WTO Panel Report on Guatemala – Cement Ⅰ, supra note 12,
para.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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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도 하지 않은 채 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항소 단계에서 최종적인 반덤핑 결정의 합법성이라는 문제
가 패널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임이 확인되면서 패널의 결론이
파기되었다. 항소기구는 과테말라의 반덤핑협정 의무 위반 여부 및
DSU 제19.1조에 따른 권고와 제안에 관련된 패널의 결정이 타당했
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108)
따라서 반덤핑 결정의 합법성 문제를 다투기 위해 Guatemala –
Cement Ⅱ의 새로운 패널이 구성되었고 이전의 패널과 같이 최종
적인 반덤핑 결정이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
졌다.
9.6 ... 위반의 성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이 분쟁에서 문제된 반덤핑
조치를 취소하지 않고서 과테말라가 어떻게 권고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과테말라가 멕시코산 회
색 시멘트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소할 것을 제안한다.109)
9.7 과테말라에게 징수한 반덤핑 관세를 반환할 것을 제안해 달라는
멕시코의 요청에 관해서 우리는 과테말라가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WTO에 합치되지 않는 반덤핑 조치를 유지해온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관세의 반환을 기대하는 멕시코의 열망을 온전히 이해하며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관세의 반환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생
각한다.110)...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패널은 DSU 제19.1조의 제안이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하는 권고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 방법에
관련된 것이며, 멕시코의 요청은 이 분쟁에서 온전하게 분석되지 않
았던 DSU 제19.1조 하의 권고 이행에 필수적인 행동들의 성격에 관
108) Appellate Body report on Guatemala – Cement Ⅰ, supra note 12,
para.89.
109) WTO Panel Report on Guatemala – Cement Ⅱ, supra note 12 para.9.6.
110) WTO Panel Report on Guatemala – Cement Ⅱ, Ibid., para.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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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중요한 체계적 문제들(important systemic issues)을 불러일으
킨다는 이유로 관세의 반환에 대한 멕시코의 제안 요청을 거절하였
다.111) 제안이라는 것은 ‘조치를 WTO 협정에 합치시키라’는 권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패널의 논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소급적 구제를 인정한 사례로 원용되는 이유는 우선
원상회복의 제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패널
이 권고와 제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멕
시코가 제안한 관세 반환에 대한 제안 요청을 거부하긴 했지만 그
러한 배후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이며, 만약 패널이 제안 거
부 사유로 제시한 ‘중요한 체계적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
다면 이 사건의 결론과 달리 원상회복 목적의 관세 반환의 제안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다.112)
패널이 DSU 제3.7조에 규정된 철회(withdrawal)가 아니라 ‘취소
(revocation)’를 제안한 것에 의미를 두는 견해도 있다. 이 사건에서
패널의 의도는 단지 현존하는 불법 조치를 패널 보고서 채택일을
기점으로 ex nunc 철회하라는 것이었는가? 불법 조치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ex tunc 취소하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가? Mavroidis는
원칙적으로 취소와 철회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한다.113) 철회가 부정
할 수 없이 ex nunc의 효과를 지니는 것과 달리 취소는 ex tunc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과연 DSU 제3.7조에 명시되어 있는 철회
라는 용어 대신 굳이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접근 방식이 협정상의 문언
에 대한 기술적 해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굳이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철회와 다른 취소의 기능을 강
조하려고 했다는 해석도 무리한 것은 아니다.114) 반환 조치의 허용
111) Ibid.
112) Shadikhodjaev, Sherzod, op cit., p.17.
113) Mavroidis.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upra note 8, p.780
notes 5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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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대한 패널의 언급도 이 같은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사건이 항소 없이 마무리되면서 항소기구를 통해 취소의
의미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기회는 상실하였다. 따라서
Guatemala – Cement 사건의 판정 결과를 소급적 구제의 인정 사
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Australia – Leather Ⅱ (Article 21.5 – US)

Australia – Leather Ⅱ (Article 21.5 – US) 사건의 이행 점검

패널 보고서는 WTO 체제 내에 소급적 구제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 사건
에서는 호주 정부가 호주의 국영 가죽 회사 Howe에 제공한 반복성
없는(non-recurring) 혹은 일회성(one-time) 보조금이 문제가 되었
다. 패널의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보조
금 협정 제4.7조의 ‘보조금 철폐(withdraw the subsidy)’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양 당사국이 관심을 가진 부분은 ‘보조
금 철폐’라는 것이 오로지 장래적인 효과만을 가지는지 여부였다.
미국은 원패널의 보고서 채택 이후 보조금이 영향을 미친 ‘장래적인
부분(prospective portion)’이 호주에 의해 제공된 기금의 일부분으로
원패널의 보고서 채택 이후 Howe에게 지속적으로 혜택(benefit)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보조금 ‘철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Howe의 생산 자금의 유효 수명에 보조금으로 공여된 액
수를 반영하고 원 패널의 보고서 채택일 이후 발생된 이자를 그 금
액에 더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다.115) 반면 호주는 공여
114) 만약 취소(revocation)의 의미가 소급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멕시코는
이를 근거로 과테말라의 국내 절차를 통해 보상(reimbursement)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 Mavroidis의 주장이다. 그러나 패널이 이처럼 계속하여 보상에 대한 언
급 없이 소급적 의미의 취소 권고만 내림으로써 국내적 절차를 통한 구제를 도모
하도록 한다면 가령 불법적 반덤핑 관세 부과와 같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별로 다른 절차로 인한 다른 구제 방안을 제안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한다 (Mavroidis, Ibid., p.788 note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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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하에서 유효한 모든 의무들을 중단하고 Howe에 대한 판매 실
적 요건을 제거한 것으로 충분한 이행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116)
그러나 패널은 양 당사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조금의 반환을 장
래적인 부분과 소급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불필요
하다고 보았다. 패널에 따르면 “과거의 보조금에 대해 그 액수에 관
계없이 조금이라도 반환이 요구되거나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것은
그 자체로 순수한 장래적 구제가 아니다”117)라며 보조금 철폐에 대
한 권고는 장래적 행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금지 보조금의 반
환을 망라하는 것이라고 보았다.118) 패널에 따르면 ‘보조금 철폐’라
는 용어를 장래 지향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거에
제공된 일회성 보조금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
이며119) 보조금 협정 제4.7조가 가진 특별법적 성격을 모호하게 하
는 것이었다.
아무리 DSU 제3.7조와 함께 보더라도 DSU 제19.1조가 보조금협정
제4.7조에서 제공되는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순전히 장래적인 행위로
제한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보조금협정 제4.7조가 오직 ‘장래적’
행위만 허락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보조금협정 제4.7조 하에서 행해
지는 ‘보조금 철폐’의 권고와 DSU 제19.1조 하에서 행해지는 ‘조치
를 합치시킬 것’에 대한 권고를 구분 불가능하게 하여 보조금협정
제4.7조를 불필요하게(redundant) 만든다.120)

패널은 이 사건의 경우 보조금의 부분적 반환이 아닌 ‘완전한 반환
(repayment in full)’이 ‘보조금 철폐’를 위해 필수적이며 반환에 이
115) WTO Panel Report on Australia – Leather Ⅱ (Article 21.5 – US),
supra note 13, paras.6.9-6.10.
116) Ibid., para.6.14.
117) Ibid., para.6.22.
118) Ibid., para.6.39.
119) Ibid., para.6.35.
120) Ibid., para.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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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121) 이 같은 패널의 결정에 대
해 양 당사국 간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항소는 제기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패널 판정은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보고서
채택을 위한 2000년 2월의 DSB 회의에서 호주는 패널 판정이 법
논리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회원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도 문제가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122) WTO는 사기업이나 주권국을
징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반조치를 협정에 합치시키고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
주 정부는 패널의 판정결과가 민주정치(democratic governance)에도
맞지 않고 WTO가 존재해온 이래로 호주 정부가 불이행을 경험했
던 경제 현실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123) 캐나다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수립된 GATT/WTO 체제의 관습적 관행(customary practice)
은 구제방안을 순수하게 장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면서 해당
보고서를 “선례로서의 가치가 없는 단 한 번의 일탈”로 간주하였
다.124) 브라질은 패널이 GATT의 관행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법적
결정을 내놓았다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서 미국을 비롯한 회원
국들이 이를 결코 지지할 것 같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내었다.125) 일
본이나 EC, 말레이시아도 이와 유사한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소위 승소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마저 “패널 보고서는 보조금 협정
하에서 금지보조금의 철회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선
례를 남겼다”면서도 자국이 “패널 보고서의 모든 어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패널의 구제방안이 미국의 요구사항의 범위를 넘
어섰다”고 하였다.126)
한편 이후 Canada – Aircraft (Article 21.5) 사건에서 이행 점검
121)
122)
123)
124)
125)
126)

Ibid., paras.6.43-6.49.
Minutes of DSB Meeting, 11 February 2000 (WT/DSB/M/75), pp.5-7.
Ibid., p.6.
Ibid., pp.7-8.
Ibid., p.8.
Ibid.,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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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사실상 브라질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Austrailia –
Leather (Article 21.5)와 같은 맥락의 판정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
며 그 부분에 있어 캐나다는 훨씬 명확하다”고 전제한 뒤 “DSU
21.5 하의 패널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
(disagreement)’가 있는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SCM
협정 제4.7조가 금지보조금의 반환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판정할 필
요가 없다”고 하였다.127) Brazil – Aircraft (Article 21.5) 사건의
이행 점검 패널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DSU 제3.7조 하에서 분쟁해결기제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이며 DSU 제21.5조 하에서 우리의 역할은
DSB의 권고 또는 판정에 합치시키도록 한 조치가 존재하는지 또는
대상협정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부분에 관한 결
정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소송물에 대해
서만 다룰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이지 않은 소송물에 대한 침묵이 금
지보조금의 ‘철회’에 대한 권고가 보조금의 반환을 포함하는지 여부
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
니 된다.128)

한편 Vidigal은 WTO 체제가 추구하는 장래적 접근법 하에서라도
DSU 제21.5조의 완전한 이행(full compliance)을 위해서는 해당 조
치로 인한 무효화 또는 침해의 ‘효과’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면서
금지보조금으로 인한 무효화 또는 침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이 뒤따라야 비로소 분쟁이 종료될 것이며 그러한 측
면에서 Austrailia – Leather Ⅱ (Article 21.5 – US) 사건 판정은
127) Panel report on Canada – 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 Recourse by Brazil to Article 21.5 of the DSU (Canada –
Aircraft (Article 21.5)), adopted 4 August 2000 (WT/DS70/RW), para.5.48.
128) Panel report on Brazil – Export Financing Programme for Aircraft –

Recourse by Canada to Article 21.5 of the DSU (Brazil – Aircraft (Article
21.5)), adopted 23 August 2001 (WT/DS46/RW), p.7, 각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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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 내에 소급적 평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평가한다.129)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행점검 패널 또는 항소기구의 특수성에 관련되는 문제로 WTO 체
제 내에서 일반적인 소급적 구제가 인정되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아
니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다 근본적으로 Austrailia – Leather Ⅱ (Article 21.5 – US)
사건 판정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협정상의
‘보조금 철폐’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게다가 마찬가지로 ‘보조금 철
폐’ 문제를 다루었던 이후의 이행 점검 패널들은 이 같은 패널 판정
을 거론하며 소급적 구제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회피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건대 Austrailia – Leather Ⅱ (Article 21.5 –
US) 사건을 WTO 체제에 소급적 구제가 도입된 선구적 판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추가적 논점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 (b): 추후 관행
GATT/WTO 체제에서 확인되는 상기의 판정들을 소급적 구제를
인정한 판정들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VCLT 제31조 3항 (b)의 맥락에서 소급적 구제에 대한 추후
관행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약 해석 시 당사국
들의 추후 관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국가의 관
행 및 판례에서 확인된다.130) 추후의 관행이 VCLT 제31조 3항 (b)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일치성(concordant), 공통성(common),
129) Vidigal, supra note 8, pp.525-526.
130) Sinclair, Ia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nd e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p.137; 가령 the Competence of the
ILO to Regulate Agricultural Labour에서 PCIJ의 권고적 의견에서 ‘consistent
course of conduct’를 고려하였고, Corfu Channel case에서 ICJ는 ‘the
subsequent attitude of the Parties’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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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관성(consistent)에 의해 결정된다.131) 관행이라는 것은 일
련의 연속적인 사실(facts) 혹은 행위(acts)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지 몇몇 개별적인 사건이나 행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132) 따라서 조약 체결 이후에 존재하는 관행들 중에서도 일
관성 있는 것들만이 VCLT 제31조 3항 (b)에서 규정하는 추후 관행
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133) 추후 관행에 대한 이 같은 이해는
Japan – Alcoholic Beverages 사건 항소기구 판정에서도 확인된
다.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조약 해석에 있어서의 추후 관행의 본질은 행
위들 또는 선언들의 ‘일치성, 공통성, 일관성 있는(concordant,
common, and consistent)’ 시퀀스를 말하며 그것은 해석에 관한 당
사국들의 합의를 내포하는 식별 가능한 패턴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an isolated act)는 일반적으로
추후 관행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당사국들의 합의를 수
립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추후관행과 관련이 있다.134)

이 같은 견지에서 살펴보건대 상기의 GATT/WTO 판정을 추후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GATT체제 하에서 과거에 입
은 피해와 관련해 소급적 구제가 권고된 보고서는 6개에 불과하며
그 중 채택된 것은 겨우 3개뿐이다.135) GATT 체제 하에서 채택된
131) Yasseen, Mustafa Kamil, ‘L’interprétation des traités d’aprés la
convention de Vienne’, RCADI, 1976-Ⅲ, vol.151, pp.1-114, p48; Sinclair,
Ian, Ibid., p.137에서 재인용; Villiger, Mark E., Commentary o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431.
132) Ibid.
133) 이렇듯 좁은 의미의 추후 관행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추후 관행들은 VCLT
제32조의 해석의 보충수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Yasseen, Mustafa
Kamil, Ibid., p.52; Sinclair, Ian, Ibid., p.138에서 재인용; Villiger, Mark E.,
Ibid., p.432).
134) Appellate Body Report on 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8,10,11/AB/R), pp.12-13.
135) Petersmann은 1993년에 발표한 논문 “International Competition Rul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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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 100여개인 것을 감안할 때 채택된 보고서가 3개뿐이라는
것은 ‘일치성, 공통성, 일관성 있는’ 추후 관행의 사례임을 지지하기
에는 역부족이다. Norway - Trondheim Toll Ring 사건 패널도 소
급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GATT의 관행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
다.136)
WTO 체제에 들어선 이후 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더욱 희박하다.
수많은 학자들이 WTO체제는 배상원칙을 결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137) WTO 체제 내에서의 소급적 구제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 주장해 온 Mavroidis도 WTO 분쟁해결의
관행은 WTO 법체계 내의 구제방안이 사실상(de facto) 장래적 성
격뿐이라는 개념을 더욱 지지한다고 하였다.138) 따라서
GATT/WTO 체제 내에서 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판정들은
추후 관행을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
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2) 법의 지배 체제
GATT 체제 하에서 분쟁해결에 관련된 조항은 오직 GATT 1947
제22조 내지 제23조 뿐이었다. GATT 제22조는 각 체약 당사자 간
의 협의 의무 및 그러한 협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도출하
지 못한 경우 체약당사자(들)과 체약 당사자단(CONTRACTING
PARTIES) 사이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
the GATT-MTO World Trade and Legal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1993), Vol.27, No.6에서 소급적 구제가 권고된 사례가 겨우 다섯 개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1994년의 United States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Stainless Steel Plate from Sweden, ADP/117 패널 보고서를 합하면 소급
적 구제 권고가 내려진 경우는 6개가 옳다고 보인다. (supra note 99 참조).
136) Panel Report on Norway - Trondheim Toll Ring, supra note 14,
para.4.17.
137) Pauwelyn, “Enforcement and Countermeasures in the WTO”, supra
note 11, p.339; Grané, supra note 7, p.766; 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101; Brewster, supra note 7, p.102.
138) Mavroidis, “No Outsourcing of WTO Law?”, supra note 43, p.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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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분쟁해결기제는 제23조 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GATT 제23조는 분쟁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약 당사자단에 회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그런데 GATT 체약당사자단은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
원이나 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구가 아니었다. 마치 UN 안전보장 이
사회나 UN 총회와 같이 분쟁해결 기능을 갖춘 정치적 기구에 불과
했다. 따라서 GATT 분쟁해결 체제는 법적 토대가 미약했으며 완벽
한 국제기구로서 의도된 것도 아니었다.139) 게다가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체약당사자단의 컨센서스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패소국으
로부터도 수락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보고서는
채택될 수 없었다. 이 같은 이유로 패널이나 실무 작업반(working
parties)은 체약 당사자단으로부터 최초 협상에 대한 재조정 명령을
받는 수단으로 여겨졌을 뿐 분쟁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사법 기
구로 기능할 수 없었다.140)
게다가 패널 위원들은 대개 제네바에 있던 각국 대표들 중에서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선정되었는데, 그들은 회원국들의 선호 및 이
익에 민감했다. 회원국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누가 위법 행위를 할
지 알 수 없고 어느 국가든 소급적 피해(retroactive damage)에 관
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확실성(uncertainty)하에 놓여 있어서 ‘편지
풍파(rock the boat)’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141) 게다가 패널 위원들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일 필요는 없
었기 때문에 구제방안이라는 것이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노
력과 관련된다는 점에 대해 생각하는 훈련을 받지도 않았던 것이
139) Jackson, John H., The Jurisprudence of GATT and the W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373.
140) Jackson, John H.,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2nd ed., MIT Press (1997), pp.113, 136;
Hudec, Robert E., Enforcing International Trade Law: The Evolution of
the Modern GATT Legal System, Butterworth Legal Publishers (1993),
p.7.
141) Mavroidis, “No Outsourcing of WTO Law?”, supra note 43, p.438, note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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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2)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 초기 GATT에서는 특히나 소급 구제
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9년 동경 라운드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가 성문화
되는 등 패널의 성격이 점차 사법기구화 하면서 상기와 같이 드물
지만 소급적 구제를 인정하는 보고서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훈련된 변호사를 갖춘 GATT 법률 사무소
의 설립과 소급적 구제 권고의 등장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설명이 된다.143)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흔히 “외교관에 대한 법률가의 승리”
로 여겨진다.144) WTO 협정 및 부속서 1-3의 다자간무역협정들 모
두를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 만들어 GATT 체제보다 체
계화되고 단일화된 법적 구조를 완성하였으며, 부속서 2의 분쟁해결
양해(DSU)를 통해 법적 통일성을 강화하고 국제 재판소 최초로 항
소기구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사법 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145)
142) Ibid.
143) Ibid.
144) Young, Michael K., “Dispute Resolution in the Uruguay Round:
Lawyers Triumph over Diplomats”, The International Lawyer (1995),
Vol.29, No.2.
145) Jansen은 GATT/WTO 분쟁해결 체제가 협상 포럼(a negotiating forum)에서
좀 더 전형적인 사법 기제의 특징을 갖춘 기구로의 전환 과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전형적인 외교 체계와 재판소 같은 사법 체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하이브리드적 성
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Jansen,
Bernhard,
“GATT/WTO
Dispute-Settlement Mechanisms: An Introduction”, in Evans, Malcolm D.
(ed.), Remedies in International Law: The Institutional Dilemma, Hart
Publishing (1998), p.155); 그러나 Howse와 Esserman은 정치적 기구와 사법적
기구 사이에서의 WTO의 균형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지만 현 체제는 정치
적 변화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사법적 기구의 탄생을 의미
한다고 본다. 특히 WTO 분쟁해결 체계 특히 항소기구의 특징 중에서 항소기구
재판관들의 명백하고 진실한 불편부당과 강제 관할권, 그리고 사법 판정의 최종성
(finality)이 가장 유의미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Howse, Robert and Esserman,
Susan, “The Appellate Body, the WTO Dispute Settlement, and the
Politics of Multilateralism”, in Sacerdoti, Giorgio, Yanovich, Alan, and
Bohanes, Jan (eds.), The WTO at Ten: the Contribu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62). 또한 Van
den Bossche는 WTO 항소기구가 이제 이름만 재판소가 아니지 실질적으로는 세
계무역재판소(the World Trade Court)가 되었다고 한다(Bossche, Peter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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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분명한 정치적 기구였던 GATT 체제의 경우와 달리 법
의 지배(rule of law) 체제를 갖추어 (준)사법기구화 한 WTO 체제
내에서는 소급적 구제가 더욱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GATT 체제는 소급적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체제라는 GATT
의 관념이 WTO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법기구가 가진 특징이다. 체약 당사자단
에게 정치적 합의에 따라 ‘적절한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권능이 부여
되었던 GATT 체제와 달리 WTO 체제 내의 패널 및 항소기구는
더욱 엄격해진 DSU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DSU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즉, 소급적 구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
지 않는 상황에서 소급적 구제를 허용하는 판정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다. 하물며 소급적 구제라는 것은 WTO 체제와의 영속성이 인정
되는 GATT 체제에서도 자유롭게 인정되지 않던 것이다. 이는 상기
Den, “From Afterthought to Centerpiece: The WTO Appellate Body and
Its Rise to Prominence in the World Trading System”, in WTO at Ten,
op cit., p.325); 반면 Jara는 WTO 분쟁해결기구는 분명 재판소가 아니라고 주장
한다. 패널이나 항소기구에게는 국가들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할 수 있는 권능이 없으며, 오직 특정 상황에 적용된 대상 협정상의
법을 해석하고 어떤 조치가 WTO 회원국에게 부여된 의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이라는 것이다. (Jara, Alejandro, “WTO Dispte Settlement: A Brief
Reality Check”, in WTO at Ten, op cit., p.83); 그러나 설사 현 WTO를 명백
한 사법기구로 정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WTO 회원국들이 흔히 힘에 기반한
WTO 협상이나 컨센서스에 기초한 WTO 규칙 제정 절차보다 (준)사법적 WTO 분
쟁해결 절차에 의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WTO 체제가 사법 기구의 지위
에 더 근접하여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Petersmann (1997), op
cit., p.109). 한편 Petersmann은 통상에 관계된 외교관들은 WTO를 국가 간의
협상을 위한 ‘회원국 주도의 체제(Member-driven framework)’라고 보고 WTO
재판관들은 WTO법을 국내법 체계와 마찬가지로 점점 더 정의 및 시민 권리의 효
과적인 보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인 ‘법의 지배 체계(rule of law
system)’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보편적
규칙들에 대한 강제관할권이 인정되는 국제 조직이며 그토록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관할권이 인정된 예가 없다는 점에서 WTO의 법의 지배 체계가 가지는 법적, 경
제적 중요성은 사회 복지 증진 및 인류 발달의 측면을 넘어선다고 한다.
(Petersmann, Ernst-Ulrich, “From ‘Member-Driven Governance’ to
Constitutionally Limited ‘Multi-Level Trade Governance’ in the WTO”, in
WTO at Ten, op cit.,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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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상 인정 판정들이 단지 예외적 판정에 불과할 뿐 WTO 체제
내에서 소급적 구제가 인정된다는 일반화의 사례가 되지 아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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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급적 구제의 필요성 및 당위성
앞 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GATT/WTO 체제 내에서 ARSIWA 제
31조의 배상 원칙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답은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WTO 체제 내에서 굳이 배상 원칙이 인정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책임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위법
행위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되어 왔음은 전술한
바 있다. Vidigal에 따르면 앞서 지적한 WTO 체제의 사법기구화
역시 소급적 구제가 인정되어야 할 이유가 된다.
WTO법과 같이 고도로 사법화된 체계에서 원칙적 진술로서라도 배
상이 부재한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이다. 식별 가능한 사적 이익
(private interests)과 확실히 화폐화가 가능한 문제들이 WTO 분쟁
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WTO에 의해 보
호되는 법적 이익이 다른 조약들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들과 다른 성
격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이는 대체로
GATT 관행상 배상에 대한 권고의 부재에 관한 설명이며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할 뿐이다.146)

이 외에 본 논문에서 추가로 지적하려는 점은 우선 GATT 체제에
서 WTO 체제로 넘어오면서 체제상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일종의 선진국 클럽으로 출발했던 GATT 체제와 달리
WTO 체제에서는 개도국의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구제조치의 대상
과 목적이 변화하였다. 이 같은 변화들은 배상원칙의 도입 필요성을
가중시킨다. 또한 실효적 구제의 측면에서도 배상원칙 즉 소급적 구
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는 WTO의 구제방안이 지닌 구조적 문
제와도 관련이 있다. 한편 자기완비적 체제와 일반국제법의 관계로
146) Vidigal, supra note 8, 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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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WTO 체제 내에서 소급적 구제가 인정되어야 할 당위성이 인
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절 WTO 체제의 변화
1. 개도국의 참여 증대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국에 의해 처
음 제시되었으며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의 결과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IBRD), 그리고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이하
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그러나 1948년 3월 하바나 회의에서 합
의된 ITO헌장이 미국 의회 내에서 비준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면서
ITO 창설은 결국 무산되었다. 다만 1946년 2월 UN경제사회이사회
의 결의안 채택과 함께 구성된 ITO 창설 준비위원회에서 관세인하
협상이 지속되었고,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회의에서 23개 국가들
의 합의로 GATT가 채택되었다. 특히 관련 국가들은 GATT상의 관
세인하 약속을 향후 ITO헌장에 부속시키겠다는 의도 하에 잠정적용
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에 서명함으로서 GATT
상의 의무를 수락하였다. 다시 말해 GATT는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
구로서가 아니라 단지 잠정적인 지위만을 가진 상태로 1948년 1월
1일 발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GATT의 제도적 취약함은 교정 없
이 운용되었다.147)
147) Bliss, Julia Christine, “GATT Dispute Settlement Reform in the Uruguay
Round: Problems and Prospects”,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87), Vol.23, p.33. 한편 GATT에 서명한 국가들은 GATT상의 의무들이 궁극
적으로 ITO헌장에 따른 제3의 사법기제에 의해 집행될 것을 의도하고 있었기 때
문에 관세인하의 목적을 위해 ITO 설립 시까지 한시적으로만 독자적으로 존립하
게 될 GATT에 완벽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GATT 분쟁해결 절차의 취약함 및 모호함은 ITO헌장 비준 실패라는 적대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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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탄생한 GATT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운용되었
고148) 그 운용자들 사이에는 자유 무역이라는 공통의 규범적 가치에
따른 제도적 야망이 형성되어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149) GATT
회원국들의 유사한 성격과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회원국 수는
GATT 업무의 관계자들 간 전형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에 유리
한 요인들로 작용하였다.150)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세계는 신생독립국들의 개발
(development)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른바 남북문제
(North-South problems)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IMF나 IBRD,
GATT는 원래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창설된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북문제에 대처하는 그들의 노력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여
전히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151)
전후 기간 동안 이들 국가들(개발도상국들)은 GATT를 포함한 브레
튼 우즈 체제가 의사결정 절차상의 형평을 회복하고 발전의 명분을
고취하기 위해 다자적 협상을 통한 근본적인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
고 보았다.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들은 브레튼 우즈 체제와
달리 일반특혜관세제도(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or
치 현실 속에서 GATT를 눈에 띄지 않게 하여 계속 유지하기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Hudec, Robert E., “The Role of the GATT Secretariat in the
Evolution of the WTO Dispte Settlement Procedure”, in Bhagwati, Jagdish
and Hirsch, Mathias (eds.), The Uruguay Round and Beyond: Essays in
Honor of Arthur Dunkel,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pp.102-103).
148) Weiler, J.H.H., “The Rule of Lawyers and the Ethos of Diplomats:
Reflections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Legitimacy of WTO Dispute
Settlement”, Journal of World Trade (2001), Vol.35, No.2, p.681; Lindroos
와 Mehling에 따르면 GATT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집중함으로서 외부
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체제가 정치 및 사회의 도처에 영
향을 미치게 되고 대중의 엄격한 감시 하에 놓이게 되면서 이러한 단절을 유지하
기가 어려워졌다(Lindroos, Anja and Mehling, Michael, “Dispelling the
Chimera of ‘Self-Contained Regimes’ International Law and the WTO”,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6), Vol. 16, No.5, p.859).
149) Weiler, ibid.
150) Ibid.
151) 김대순·김민서, WTO法論 (삼영사, 200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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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 UNCTAD와 UNIDO 등의 기구들,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의 원칙이나 UN과 UNCTAD의 주요 원칙 선언과 같
은 개념적 성격의 성과를 거두었다.152)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GATT 체제 내 개발도상국들의 수는 크
게 증가했으며, 1960년대 중반에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비율이 2:1을
넘어서게 되었다.153) 개도국들은 블록을 형성하여 수적 우위를 바탕
으로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요구사항
들은 주로 개도국들의 시장접근을 저해하고 있던 선진국들의 위법
한 무역 장벽에 대한 법적 의무 강화에 관계되었다.154) 우루과이 라
운드 이후 새로 출범한 WTO 체제가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 및 분
쟁해결절차를 도입하고 법의 지배를 강화하게 된 것도 다소간 개도
국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19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
케시에서 최종의정서에 서명하기까지 대략 8년의 기간이 소요된
GATT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 즉, 우루과이 라운드(이하 UR 협상)
는 특정 주제에 관해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개도국들 간 동맹을 형성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개도국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155)
한편 소급적 구제를 기초로 하는 금전보상의 도입 문제는 개도국
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GATT/WTO 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
개도국들은 GATT의 위법한 무역 제한들이 취약한 개도국들의 경
제에 심각한 피해(serious harm)를 야기하며 그것이 개도국들의 개
발 과정에 지연 효과(retarding effect)를 유발하여 피해를 배가시킨
다고 여겼다.156) 특히나 GATT의 미래지향적 구제방안은 개도국들
152) Ricupero, Rubens, “Integr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The Uruguay Round and Beyond: Essays
in Honor of Arthur Dunkel, op cit., p.11.
153) Hudec, supra note 147, p.109.
154) Ibid.
155) Ricupero, supra note 152, p.33.
156) Hudec, Robert E., “The Adequacy of WTO Dispute Settlement
Remedies: A Developing Contry Perspective”, in Mavroidis, Petros 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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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금전
보상 형태의 소급적 구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던 것이다.157)
1965년의 제안에서 브라질은 GATT 제23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하면서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산정에 있어 저개발 국가들의 입
장을 고려해야 하며 동조에 담긴 문제는 법적(de jure) 평등을 확보
하기 위한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 평등에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하
였다.158) 또한 패널의 권고가 위반조치의 철회, 적절한 보상, 마지막
으로 보복조치에 대한 권한 부여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애
초의 손해(the initial damage)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의 부과 가능성
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159)
개도국들은 1965년의 일련의 위원회 회의에서 금전보상(monetary
damages)에 관한 제안을 맹렬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단순히 그것이 가능한 범주 내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개도국들의
주장에 강하게 맞섰다. 선진국들에 따르면 GATT는 금전보상의 문
제를 심각하게 다루고자 기획된 것이 아니었다. 개도국들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160)

이후 1985년에서 1995년의 기간 동안 GATT 패널의 결정을 통해
몇 차례 GATT상의 규칙을 위반하여 부과된 관세나 세금의 반환
결정이 내려지긴 했으나 UR 협상 과정에서도 금전보상을 통한 소
급적 구제를 명시적으로 입법화 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가령 1988년
4월 멕시코는 개도국이 패널 권고를 불이행하게 된 경우 자국의 무
역적, 재정적, 개발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보상 방식을 결정할 수 있
Sykes, A.O.
(eds.), The WTO and International Trade Law/Dispute
Settlement, Edward Elgar Pub (2005), p.339.
157) Ibid.
158) Statement by the Representative of Brazil on Article ⅩⅩⅢ in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e General Agreement, 27 April 1965,
GATT Doc. Com.TD/F/W.1, p.15.
159) Ibid., p.17.
160) Hudec, supra note 156,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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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잠정적 해결책(interim solution)으로서 보복보다는 보상을 선
택하도록 하고, 반대로 불이행국이 선진국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되
분쟁의 대상이 된 조치가 발효된 시점부터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한
다는 제안을 내놓았다.161) 이 같은 의견은 1989년 9월 회의에서도
제기되었다. 즉 대규모의 무역 상대국들과 비교할 때 보복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규모 체약국들에게는 보상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규정에 위반하는 무역조치가 제거되더라도
위반조치에 따른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prejudice and harm)를
구제하기 위해 보상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62) 특
히 결과적 손해는 민간 부문(private sector)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기
에 GATT가 이러한 유형의 손해 배상에 관한 절차를 공식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GATT는 체약국들의 관계를 다루는
장이지 민간 부문의 손해 문제를 다루기에는 적절한 포럼이 아니라
는 것이 대다수의 반응이었다.163)
WTO 체제에 들어선 이후에도 이 같은 개도국들의 노력은 계속
되었다. 파키스탄은 DSU 제22조에 ‘금전보상(monetary
compensation)’이라는 문구의 삽입을 제안하였으며,164) 2011년 4월
21일 발표된 Ronald Saborío Soto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의장의 분쟁해결기구 특별 세션(Special
Session of the Dispte Settlement Body) 보고서에도 “개도 회원국
에 대한 보상은 달리 협의하지 않는 한 금전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DSU 제22조에 추가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담겨 있다.165)
161) Communication from Mexico, 23 June 1988, GATT Doc. No.
MTN.GNG/NG13/W/26, p.8.
162) Meeting of 28 September 1989, Note by the Secretariat, GATT Doc.
No. MTN.GNG/NG13/16, pp.3-4, paras.12-13.
163) Ibid., p.4, para.13.
164) Preparations for the 1999 Ministerial Conference,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Communication from Pakistan, 1 April
1999 (WT/GC/W/162).
165)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Ronald Saborio Soto, to the Trad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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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GATT/WTO 체제 내에서의 소급적 구제에 관한 논의
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지난한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 개
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적 틀 내에서 실질적인 형평
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해온 것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이는 경
제 현실과 GATT/WTO의 명분에 대한 싸움이기도 하다. 소급적 구
제의 부재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해가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에도 불
구하고 GATT/WTO의 설립 취지가 손해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
다는 명분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급적 구제
의 문제에 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명분 싸움 끝에는 소급적 구제
의 부재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가 놓여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손해 배상에 관한 예외적 판정들은 어
쩌면 불합리한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는지 모른다.

2. 구제조치의 대상과 목적의 변화
GATT 체제 하에서 회원국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관
세 양허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들 상호간 동
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러한
균형이 파괴되면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GATT 체제 하에서 구제조치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은
‘양허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설명하면 규
칙에 들어맞는 무역 정책을 가지는 것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양
허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166)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규칙 위반은 다른 영역에서 추가적인 양허를
하거나 피해국이 상호적으로 양허를 취소함으로써 보상이 가능했다.
이러한 틀 안에서는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국가에게 과거의 손해
Committee, 21 April 2011 (TN/DS/25).
166)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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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에 대해 책임을 지울 필요나 그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167)

GATT 체제 내에서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 중 GATT 체제의
대상과 목적을 이유로 한 이 같은 설명은 특히 설득력이 있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런데 WTO 체제에 들어서면서 그 대상과 목적이 그대로 유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일단 WTO상 구제조치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DSU의 여
러 조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일단 DSU 제
3.2조를 통해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안전과
예견가능성(security and predictability)을 부여’하는 데 있어 중심적
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168) 또한 분쟁해결제도의 ‘목표(the
aim)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169)이며 분쟁
당사자 사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제도의 ‘첫
번째 목표(the first objective)는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 판정이 내려
진 조치의 철회를 확보하는 것’170)이다. 이 같은 내용은 WTO체제의
목적이 GATT 체제의 그것과는 같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WTO 분쟁해결) 체계는 (형식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순수한 국
제분쟁해결 체계에서 무역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체적인 산업들
의 구제(relief)에 관심을 두는 체계로 확실히 전환되었다. 그 주요
목표는 WTO법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다. 양허 균
형의 회복이라는 거시경제적 목표는 대개 구체적인 구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가는 중이다.171)
167) Ibid.
168) DSU 제3.2조 제1문.
169) DSU 제3.7조 제2문.
170) DSU 제3.7조 제4문.
171) Cottier, Thomas, “DSU Reform: Resolving Underlying Balance-of-power
Issues”, in WTO at Ten, op cit.,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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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Cottier의 입장은 현재의 WTO 체제에서는 과거의 손해에
대한 소급적 구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지로 이어진다.
소급적 구제 및 금전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러한 기능(구체적
인 구제 제공 기능: 설명 추가)을 불완전하고 불균형하게 한다. (불
법 보조금이나 덤핑,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치의 상계에 관한) 무역
구제의 영역에서 구제조치들은 대체로 비효과적이었으며 다자체계에
대한 사적 당사자들(private sector)의 관심과 신뢰, 의존에 손상을
입혀 왔다.172)

Pauwelyn은 GATT의 대상과 목적은 양허 균형의 회복‘이었다’며
“일부에게는 WTO의 대상과 목적도 여전히 그러하다고 여겨지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Cottier와 마찬가지로 WTO의 대상과 목적이
변화하였다는 입장을 제시한다.173) 이어 GATT 체제의 대상과 목적
하에서는 양허 균형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었기에 과거 손해에 대한
책임 문제는 관심사가 아니었으나 오늘날의 맥락에서 이 같은 주장
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한다.174)
WTO 위반이나 위반에 대항하는 WTO 의무의 정지는 개별 사업자
들(individual operators)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손해
에 대한 배상 없이 무역 양허의 균형을 도모하는 행위는 정부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 규칙들은
더 나은 예측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 그것들은 철회되거나 다른
것들로 교환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로써가 아니라 위반 시 –과거의
손해에 대한 일종의 배상의 형태를 포함하는- 국가책임으로 이어지
는 국제의무로써 존중되어야 한다.175)
172)
173)
174)
175)

Ibid.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p.221-222.
Ibid., p.222.
Ibid.,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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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은 WTO법을 국제적 ‘법의 지배 체계’로 보고 WTO
체제가 국내법 체계와 같이 점차 시민 권리의 효과적 보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과도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176)
한편 Bronckers와 Van den Broek은 양허 균형의 회복이라는
GATT의 목적은 법에 기초하는(rule-based) WTO 체계에는 더 이
상 들어맞지 않으며, 이제는 규칙에 합치시키는 것(rule compliance)
이 규범(norm)이 되었다고 한다.177) 게다가 WTO 설립협정의 전문
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WTO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사인의
행위(private initiative)가 핵심적이라며, WTO에서의 분쟁해결은 경
제 성장에 기여한 사적 당사자들의 기대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
다고 주장한다.178)
구제조치의 대상과 목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상황에서 WTO 체제상 구제조치의 대상과 목적이 변화했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의
변화를 주장하는 측이 제시하는 근거 즉, 대체로 사적 당사자들 혹
은 개별 사업자들의 이익을 고려요소로 제시하는 견해들이 일견 급
진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법이라는 것은 주로 국
가만을 주요 행위자로 간주할 뿐 국제기구나 개인의 주체성이 인정
되는 영역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179) 이 점은 WTO 체제의 경우에
도 다름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해를 국가의 피해와 같은 것으로 의제하여 외교
적 보호 제도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Vattel의 영향력이 건재한 현
대 국제법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만도 아
니다.180) 실제로 소급적 구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분야가 모두
176) supra note 145 Petersmann 참조.
177) 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112.
178) Ibid., pp.112-113.
179) 정인섭, op cit., p.2.
180) P.J.Kuyper는 반덤핑조치로 인해 사인이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GATT/WTO의 분쟁해결방식이 국제법상의 외교적보호제도와 닮아
있다며 GATT/WTO 체제 내에도 국내구제완료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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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이익이 관계되는 반덤핑 혹은 반보조금 조치에 관련된 분야
라는 점은 주지할 사실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반덤
핑 협정 또는 보조금 협정이 관련되는 피해에 관한 한 소급적 구제
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좀 더 타당성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제2절 실효적 구제의 실현
1. 실효적 구제의 의미
Norway - Trondheim Toll Ring 사건에서 패널은 노르웨이의 행

위가 국제의무에 대한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상회복에 대한 권
고 없이 위법성의 인정 및 재발방지 보증의 권고를 판정하였다. 미
국은 노르웨이가 미국 기업들이 잃어버린 기회를 고려하여 상호 만
족할만한 해결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해줄 것을 패널에 요청하였
지만 패널은 그러한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였다.181) 이후 미국은 그
러한 결정이 아무런 의미 있는 구제방안도 담고 있지 않으며 계약
들이 이미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결된 상황에서 실효적
구제(effective remedy)를 결하는 심각한 오류를 보여준다고 주장하
였다.182)
한편 Austrailia – Leather Ⅱ (Article 21.5 – US) 사건의 이행
점검 패널은 SCM 협정 제4.7조의 ‘보조금 철폐(withdraw the
한

바

있다(Barnhoorn,

Secondary

Rules

and

L.A.N.M.

the

and

Unity

of

Wellens,

Diversity in
Law, M.Nijhoff

Karel,

International

Publishers (1995), pp.233-238). 그러나 Petersmann은 국내구제완료원칙과
GATT/WTO 반덤핑조치는 적용 법리가 같지 아니하며 국내구제완료원칙을 도입
해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GATT/WTO 체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통해 Kuyper의 주장을 반박하였다(Petersman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op cit., pp.240-244).
181) Panel Report on Norway-Trondheim Toll Ring, supra note 14,
paras.3.33, 4.17.
182)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Minutes of the Meeting, 13
May 1992 (GPR/M/46), paras.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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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y)’가 보조금의 반환(repayment)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토하
면서 문언(text), 문맥(context),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에
대한 분석에 이어 ‘구제의 실효성(effectiveness of the remedy)’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6.35 우리는 ‘보조금 철폐(withdraw the subsidy)’가 실효적 의미
(effective meaning)를 가지도록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믿
는다. ‘보조금 철폐’라는 용어가 반환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정은
미래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에 일회성으로 지급된
보조금들을 비롯한 금지보조금에 대한 구제방안의 효과(efficacy)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
6.36 ... ‘보조금 철폐’가 의미 있는 구제방안이 되려면 즉, 그것이 특
정 형태의 보조금들의 지급 또는 존속의 금지라는 효력을 발생시키
려면(effectuate), 금지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형태와 관
계없이 실효적이어야(effective) 한다. 실효적 구제(effective remedy)
가 단지 몇몇 사건에서만 제공될 수 있도록 SCM 협정 제4.7조를 해
석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6.38 ‘보조금 철폐’가 반환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우리가 받아
들인다면 그러한 권고는 SCM 협정 제3.1조 (a) 위반에 대한 구제방
안을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 우리는 SCM 협정의 기초자
들이 제3.1조 (a)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보조금들에 대한 엄격한
금지를 수립하여 그러한 보조금들의 경우에 비실효적인(ineffective)
구제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금지를 훼손하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다.183)

상기의 두 사건은 각기 과거에 정부가 맺은 위법한 계약 혹은 과거
에 정부가 일회성으로 제공한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183) WTO Panel Report on Australia – Leather Ⅱ (Article 21.5 – US),
supra not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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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었다. 두 사건에서 미국 혹은 이행 점검 패널이 사용한
‘실효적 구제’라는 용어는 모두 과거의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실효적 구제의 정확한 의미
를 도출해내는 것과 별개로 과거에 입은 피해가 관계되는 사건의
경우 소급적 구제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실효적 구제가 완성되었다
고 말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처럼 실효적 구제가 소급적 구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고 본다면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구제방안들은 결코 실효적 구
제방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WTO 분쟁해결 체계의 구조적
특성상 WTO에서 위반 판정이 내려진 조치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모두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전 없이 장래적 구제만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이다.

2. WTO 구제방안의 흠결과 치유방안
분쟁 당사자 사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제
도의 첫 번째 목표는 위반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며184) 패널 또는 항
소기구의 권고 및 판정이 RPT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권고
의 완전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및 보복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185) 그런데 현 DSU의 구조 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반조
치가 시행된 시점부터 위반을 판정하는 보고서가 채택되는 시점까
지, 그리고 만약 RPT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위반조치의 시행일부터
RPT 종료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이 제공되지 아니한
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186)
만약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같은
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제기된 분쟁들
184) DSU 제3.7조.
185) DSU 제22.1조.
186) 제2장 제2절 금전배상 관련 부분 참조.

- 60 -

을 분석해 보면 패널 구성에서부터 항소기구 보고서 채택 까지 평
균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187) 이는 DSU 제20조에 규정된 분쟁
해결기구의 결정 시한을 두 배 이상 넘긴 것이다. 게다가 DSU 제
21.5조에 따른 이행 점검 패널 및 항소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보
복 조치의 권한을 부여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제소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Brewster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점차 시간 소모전이 되어 가
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 기간 동안의 ‘구제 공백(remedy gap)’이 사
실상 국가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사실상의 면책조항(de
facto escape clause)’의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다.188)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가 보복조치 수준의 기산점을 패널 설치시점으로 삼는 것이
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보상 수준 산정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보고서 채택 시점에 위반 판정이 내려진 조치가 이미 폐지
된 상태라면 어떠한가? 이 경우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해 ‘선언적 판정(declaratory ruling)’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
만 소급적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에 입은 피해를 보
전할 방법은 없다.189) Mavroidis는 이러한 조치를 ‘치고 빠지는(hit
and run)’ 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조치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소급적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90) 한편 ICJ의 경우 선언적 판
결(declaratory judgments)에 대한 요청 시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나
비물질적(non-material) 손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피해(injury)
187) Brewster, supra note 7, p.107.
188) Brewster, Ibid., pp.125-130; Bronckers와 Van den Broek은 WTO 구제방
안의 장래적 속성으로 인해 불법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구조는 유책국으로 하여금 판정 이
행을 지연하도록 하는 프리미엄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103).
189) Petersman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op cit.,
pp.139-140; Mavroidis,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upra note
8, p.783; Grané, supra note 7, p.770.
190) Mavroidis, Ibid., p.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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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손해(damage) 배상 요청이 함께 제기될 수 있다.191)
결국 WTO 체제에서 제공되는 구제방안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ARSIWA 제31조의 배상 원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3절 일반국제법과 WTO 체제의 관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WTO법은 국제법의 일부를 구성하며
“GATT 협정은 국제공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것으로 읽혀져서
는 아니 된다.”192) 따라서 WTO 체제 내에서도 ARSIWA에 규정된
내용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특별법(Lex Specialis)에 관한
ARSIWA 제55조와의 관계에서 WTO 체제에는 별도의 국가책임 규
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책임에 관한 관습국제법
상의 규칙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적용해온 패널 및 항소기구의
태도를 보건대 ARSIWA의 규칙 모두가 WTO 체제에서 적용 배제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RSIWA의 규칙들 중 WTO 체제 내에서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적용 배제 여부에 대한 한계선
설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은 WTO
체제의 자기완비성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제공법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자기완비적
체제가 무엇이며 WTO 체제에서 확인되는 자기완비적 속성이 과연
일반국제법상의 소급적 구제 원칙을 적용 배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결국 WTO 체제 내에서도 소급적 구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다.
191) Shaw, Malcolm N., “A Practical Look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Evans, Malcom D. (ed.), Remedies in International Law: The
Institutional Dilemma (1998), p.23.
192) Appellate Body report on US - Gasoline (WT/DS2/AB/R), supra not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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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완비적 체제와 일반국제법의 관계
(1) 자기완비적 체제의 의미
1) PCIJ/ICJ 판결
‘자기완비적(self-contained)’이라는 개념이 맨 처음 사용된 것은
PCIJ의 첫 번째 계쟁 사건인 Wimbledon 사건193) 판결이었다. 독일
은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베르사이유 조약을 수락하였는데, 동 조
약은 독일의 내륙 수역에 관한 제 규정들과 별도로 제380조에 “키일
운하(the Kiel Canal)는 완전한 평등의 조건 하에서 독일과 평화관
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상선 및 전함에 자유롭게 개방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었다. 이후 독일은 단치히로 향하던 영국 증기선
Wimbledon호가 전시금제품(contraband of war)을 운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키일운하 통행을 제한하였고, 키일운하가 독일 내륙 수역이
기 때문에 내륙 수역에 관한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전
시금제품 수송이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920년 독일 중립법
령(German Neutrality Orders)에 따른 자국의 중립국으로서의 권리
와 의무가 베르사이유조약 제380조상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에 PCIJ는 “베르사이유조약 제380조는 하나의 국제체제(an
international regime)를 수립함으로써 발틱 해에 대한 접근을 허용
하고 (키일)운하를 항시 모든 종류의 외국 선박에 개방하려는
것”194)이라면서 “따라서 베르사이유조약에서 키일운하와 관련된 규
정들은 자기완비적(self-contained)이어서 내륙 수역에 관해 규정한
제12부의 다른 규정들의 도움을 받아 보충 및 해석되어야 한다면
그 자신의 존재 이유(raison d’etre)를 잃게 될 것이다”195)라고 판시
하였다.196) 중립 의무가 그 어떤 계약적 의무에 우선하며, 국제법 학
193) Wimbledon, supra note 15.
194) Ibid., p.23.
195) Ibid.,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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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 이론(doctrine)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이라는 독일 국적 재판관의 주장197) 역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키일운하의 개방에 관한 한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른 하나의 국제체제가 수립되어 있는바 일반국제법상의
다른 규칙 또는 의무에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베르사이유조약 제
380조상의 의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ICJ의 Teheran Hostages 사건198) 판결을 통해 자기완비적
체제라는 개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미국은 일단의 이란 학생
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난입하여 미국의 외교 및 영사 직
원들과 일부 미국인들을 인질화한 것과 관련하여 1979년 11월 29일
외교관의 특권·면제 및 외교공관의 불가침권 침해를 이유로 이란을
ICJ에 제소하였다. 이란은 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며 다
만 1979년 12월 9일, 1980년 3월 17일 두 차례의 서한
(communication)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인질 사건은 25년 이상 지속된 이란 국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착취, 국제 규범과
인도적 규범에 반하여 자행된 이란 국민들에 대한 수많은 범죄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총체적인 문제들 중의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단면(a marginal and secondary aspect)”일 뿐이며 인질문제만 별도
로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이었다.199) 인질 사건은 미국이 제소의 기
초로 삼은 조약들의 해석 및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근
본적이고 복잡한 요소들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지난 25년 간 이어져
온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정치 관계에 대한 정확한 맥락적 고려가 없
이는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200) 이에 미국은 설사 이란
196) 이 사건에서 PCIJ는 ‘자기완비적 체제’라는 완벽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
다. 다만 이탤릭으로 강조된 ‘국제체제’ 및 ‘자기완비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기
완비적 체제를 상정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97) supra note 193, p.47.

,

198) Teheran Hostages supra note 16.
199) ICJ Reports of Judg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on Teheran
Hostages (1980), p.19, para.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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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 대한 외교 관원들의 불법으로 여겨지는 행위가 있었다 하
더라도 그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해당 인물들을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는 것뿐임이 관습국
제법상 명백히 확인된다고 하였다.
ICJ는 “외교관계법은 그 자체가 외교 또는 영사 사절단의 불법 행
위에 대한 방어 및 제재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따
라서 이란 내 미국의 범죄 활동이 이란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201) ICJ는 외교관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제 수단으
로 기피인물 선언 및 외교 관계의 단절을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외교관계법상의 규칙들(the rules of diplomatic law)은 요컨대 하나
의 자기완비적 체제(a self-contained regime)를 구성하고 있다. 그것
은 한편으로 외교사절단에 부여되어야 할 편의, 특권 및 면제에 관
한 접수국의 의무들을 규정하고 다른 한편 외교사절단의 구성원들이
그것들을 남용하는 것을 예상하여 그러한 남용에 대한 접수국의 대
처 수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수단들은 본질적으로 완
전 효과적이다.202)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1961년 및 1963년의 외교 및 영사관계에
관한 두 개의 비엔나협약은 자기완비적 체제를 구성하며, 그 자체가
체제에 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방어 및 수단으로 기피인물 선언
이나 외교관계 단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관의 점령이나 관원의
억류와 같은 수단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기의 두 사건을 통해 ‘자기완비적 체제’라는 것은 조약을 통해
성립되며, 그러한 체재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당해 체제를 수립한
조약의 틀 속에서 해결할 것을 상정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
200) Ibid.
201) Ibid., para.83.
202) Ibid., p.40, para.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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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두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완비성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
니다. Wimbledon 사건에서는 다른 규칙의 보충적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베르사이유조약 제380조에 따른 독일의 키일운하 개방 의무
를 강조하는- 1차 규칙(primary rule)의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Teheran Hostages 사건의 경우 외교관계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구
제방안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2차 규칙(secondary rule)의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논의
가 실질적으로 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Teheran Hostages
사건 이후였으며, 논의의 전개 방향 역시 이 사건에서 강조되었던 2
차 규칙의 측면, 특히 특정 체제가 마련하고 있는 2차 규칙의 완결
성(completeness)에 대한 측면으로 이어졌다.203)
따라서 우리는 자기완비적 체제라는 용어가 특별한 하부체계204)의
범주 즉, 완전하고 철저하며 최종적인(full, exhaustive and
definitive) 2차 규범 세트를 명시하는 것이라 잠정 판단할 수 있다.
자기완비적체제의 주요 특성은 ILC에 의해 성문화된 불법행위에 대
한 일반적인 법적 결과의 적용, 특히 피해국에 의한 대항조치를 완
전히 배제하려는 의도에 있다.205)
203) Simma and Pulkowski, “Leges speciales and Self-Contained Regimes”,
supra note 5, p.143.
204) ILC 특별보고자 W. Riphagen은 “‘국제법의 하부체계’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이었나? 이론적으로 답하면 체계(system)란 행위규칙, 절차규칙, 지위 규
정들의 정돈된 세트(an ordered set)로 특정 영역의 사실적 관계에 적용되는 법
적 폐쇄 회로(a closed legal circuit)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부체계
(subsystem)란 체계와 동일하지만 다른 하부체계와 상호 관련을 맺는 만큼 폐쇄
적이지는 않다. 하부체계의 완벽한 예시는 Teheran 사건의 ICJ 판결에서 확인된
다 (ILC Yearbook (1982), Vol.1, p.202, para.16.)”라고 하여 행위규칙, 절차규
칙, 지위 조항들을 갖추고 다른 하부체계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하부체계
(subsystem)라고 말한다.; 또한 Simma는 하부체계가 체제(regime)와 동일한 의
미를 갖는다고 본다(Simma, Bruno, “Self-Contained Regimes”,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85), Vol.16, p.115).
205) Simma and Pulkowski, “Leges speciales and Self-Contained Regimes”,
supra note 5, pp.143-144; Simma, “Self-Contained Regimes”, Ibid.,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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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책임에 관한 ILC의 작업
자기완비적체제의 존재에 관한 ILC의 입장은 국제위법행위에 대
한 국가책임 초안의 성안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국제위법
행위의 법적결과라는 주제를 다룬 특별보고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
특별보고자 Riphagen은 오늘날의 국제법이 하나의 체계(system)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1차 규칙 및 2차 규칙이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작용하며 얽혀 있는 다양한 하부체계들의 바탕 위에 성립되어
있으며 국가책임 체제 역시 그러한 하부체계들 중 하나라고 보았
다.206) 그리고 국가책임 체제에 모든 상황을 가정한 완전한 규칙(an
exhaustive set or rules)을 담을 수는 없으며,207) 국가책임체제에 관
한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보았
다.208) 그에 따르면 국가책임체제에서 규정한 법적 결과가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209) 하나의 하부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하부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데 어떤 하부체계가 다른
하부체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러한 하부체계
는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210) Riphagen이 언급한 내용
들을 종합해 보건대 그는 하부체계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완비적 체
제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뒤를 이은 특별보고자 Arangio-Ruiz는 소위 자기완비적 체
제를 구성하는 규칙들이 일반국제법상의 대항조치에 의존할 참여국
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영
향을 미치는지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211) 자기완비적 체제란
206) W. Riphagen, Third Report, ILC Yearbook (1982), Vol.2(1), p.28,
para.35; Fourth Report, ILC Yearbook (1983), Vol.2(1), p.7, para.28.
207) W. Riphagen, Third Report, Ibid., p.31, para.55; Fourth Report, Ibid.,
p.7, para.28.
208) ILC Yearbook (1982), Vol.1, p.201, para.8.
209) W. Riphagen, Fourth Report, supra note 206, p.7, para.28.
210) W. Riphagen, Third Report, supra note 206, p.30, par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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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제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규칙들의 세트라고 보았
던 Arangio-Ruiz의 결론은 자기완비적 체제라고 의심되는 것들 중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in concreto)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이러한 체제들에 대한 분석은 국가책임법의 “하부체계”로써의 자기
완비적 체제, 이전 특별 보고자의 말을 빌리자면 “특별한 영역의 사
실적 관계에 적용되는 법적 폐쇄 회로(closed legal circuit)”212)라는
것이 추상적으로라도(in abstracto) 허용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
을 야기 한다는 것213)이었다. 그러나 조약에 기초해 특별한 체제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았으며 그러한 특별 체제 내에서 효과
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반법상의 구제책에 의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214) 또한 국가책임에 관한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되는
비례성 원칙을 언급하며 특별 하부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2차 규
칙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상 비례성을
벗어나는 것이며, 하부체계 내에 마련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완료한 후에야 일반국제법상의 대항조치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
다.215)
마지막 특별보고자 Crawford는 하부체계들의 자기완비성에 관한
문제를 ILC가 차후에 다룰 예정이었던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2001년 채택된 ARSIWA에 관한 주석
(Commentary)은 국가책임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벗어나는 폐쇄된
책임 체제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하부체계가 폐쇄된 것으
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다만 Lex Specialis라는 제목
을 가진 제55조에 대한 주석에서 “특별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
안(a single point)에 대해 규정하는 특별 조약 규정과 같은 약한 형
태의 특별법(“weaker” forms of lex specialis)과 흔히 자기완비적
211) G. Arangio-Ruiz, Fourth Report, ILC Yearbook (1992), Vol.2(1), p.35,
para.97.
212) supra note 204 참고.
213) G. Arangio-Ruiz, Fourth Report, supra note 211, p.40, para.112.
214) Ibid., pp.40-41, para.115.
215) Ibid., p.41, para.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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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라 불리는 체제를 포괄하는 강한 형태(“strong” forms)의 특별
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고안되었다216)”고만 적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자기완비적 체제란 특별법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비
교적 강한 형태의 특별법이라는 언급을 하는데 그치고 만 것이다.
3)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한 ILC 스터디 그룹 보고서
ILC에서 이루어진 자기완비적 체제 논의는 이렇다 할 분명한 개
념정립 없이 국가책임의 맥락에서 전개되었고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한 ILC 스터디 그룹의 2006년 보고서217)에서 그 개념이 정리되기
에 이르렀다.
특별보고자들에 의해 좁은 의미로 혹은 넓은 의미로 지속적으로 사
용되어 왔던 ‘자기완비적 체제’라는 개념은 ARSIWA 제55조에 관한
ILC의 주석에 모두 반영되었다. 자기완비적 체제는 (a) 특별 1차 규
칙들의 위반 결과를 결정하는 특별한 2차 규칙들의 세트, (b) 제한된
문제에 대한 규칙들과 그러한 규칙들의 생성, 해석, 적용, 수정, 종료
-한 마디로 집행-를 위한 규칙들의 모든 관련된 집합(any
interrelated cluster)(세트, 체제, 하부체계)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학
문적 논평과 실행들은 자기완비적 체제의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추정
되는 세 번째 개념, 자기 자신의 원칙에 따라 규율될 것이 요구되는
-“국제법의 분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한다.218)

그렇다면 자기완비적 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 국가
들이 계약을 통해 특별한 체제를 수립하여 국제법의 규율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 즉, 자기완비적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그것이 강행규범(jus cogens)의 규율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분명
허용된다.219) ILC 스터디 그룹에 따르면 상기한 자기완비적 체제의
216) ILC Commentary to art.55, para.5.
217) ILC, Study Group Report, supra note 17.
218) Ibid.,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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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형태 중 첫 번째 즉, 1차 규칙의 위반 결과에 관계되는 특
별한 국가책임 체제의 수립은 대개 조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조약
에는 그러한 책임 체제가 적용되는 1차 규칙들 및 그 (특별한) 책임
의 성격, 내용, 형태, 그리고 책임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들
(institutions)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220) Wimbledon 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두 번째 정의 즉, 1차 및 2차 규칙들의 상
호 연관된 세트라는 형태의 자기완비적 체제 역시 조약(들)에 의해
성립되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WTO 체제와 인권협약 체제가 거론
된다.221)
그러나 학문적 논평이나 실행에서 주장되는 가장 넓은 범위의 특
별 체제는 체제 생성(regime-creation)을 위한 의식적인 활동보다는
전문화(specialization)에 대한 실질적 필요와 법적 문화(legal
culture)의 변화를 통해 변호사나 외교관, 압력단체들의 비공식적 활
동으로부터 생겨난다.222) 가령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 ‘인도법(humanitarian law)’, ‘통상법(trade law)’, ‘환경법
(environmental law)’ 등의 분파들이 그 예로 전문적인 실행 기구에
의해 특별한 ‘원칙들’을 적용한다는 특징을 가지며 국제사회의 기능
적 분화를 반영한다.223)
이러한 자기완비적 체제와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법(the general
law on state responsibility)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체제를 설
립한 문서(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나, 그 어떤 자기
완비적 체제도 ‘법적 폐쇄 회로(closed legal circuit)’는 아니라는 것
이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한 ILC 스터디 그룹의 입장이다.224) 즉 어
219) Ibid., p.83, para.154; “국가들은 그들의 조약 관계를 통해 하나 또는 그 이상,
혹은 이론상 (강행규범상의 규칙들을 제외한) 모든 국제법의 규칙들로부터 ‘계약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37.
220) ILC, Study Group Report, Ibid., p.84.
221) Ibid.
222) Ibid.
223) Ibid., pp.84-85.
224) Ibid.,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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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경우에도 자기완비적 체제라는 것이 일반국제법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특별한 체계(system)나 체제(regime)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다.225) 이 같은 입장은 Teheran
Hostages 사건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ICJ는 외교관이 폭행이나 다
른 범법을 행하여 붙잡힌 경우(caught in the act of committing an
assault or other offence) 특정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으로 단시간(briefly) 체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여226)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 원칙에 대한 예외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ILC 스터디 그룹에 따르면 오늘날 존재하는 그 어떤 조약 체제도
일반국제법의 적용이 일반적으로 배제된다는 의미의 자기완비적 체
제는 아니며, 특별 체제의 운용에 있어 일반국제법이 지속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고 한다.227) 그 어떤 규칙, 조약, 관습이라 하더라도 그
것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얼마나 특별한지 또는 그에 관계된 국가
의 수가 얼마나 제한적인지에 관계없이 외부와 단절된 채 홀로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28)
(2) 일반국제법과의 관계
자기완비적 체제가 일반국제법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
라면 구체적으로 일반국제법이 자기완비적 체제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에 관한 논의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과연 일반국제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225) ILC는 이 같은 관점에서 ‘자기완비적 체제’라는 개념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어떤 체제나 국가책임 원칙, 국제법의 분파 혹은 국제법의 문제에 관한 규
칙의 세트들이 일반법에 의해 얼마나 보충되어야 하는지 그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
나지만 일반법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견해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배제는 개념적으로 조차 가능성이 없으며, 그러한
점에서 ‘자기완비적 체제’라는 용어는 ‘특별한 체제(special regime)’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ILC의 입장이다 (ILC, Study Group Report, Ibid.).
226) ICJ Reports on Teheran Hostages, supra note 199, p.40.
227) ILC, Study Group Report, supra note 17, p.91.
228) Ibid., p.64, para.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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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일반이란 특별하지 아니하고 평범하다는
의미 또는 전체에 두루 해당한다는 의미의 ‘보편(universal)’과 유사
한 의미로 사용된다.229) 그렇다면 일반국제법이라는 것은 첫째로 특
별한 국제법에 상대되는 의미이거나 둘째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이라는 의미일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법은 무엇인가? 범세계적 관할권을 가지는 입법기
관이나 사법기관이 부재한 연유로 국제법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source of law) 개념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법의 생성 및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230) 국제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ICJ 규정 제38조 1항을 기
준으로 설명한다.231) 그렇다면 일반국제법이라는 것은 ICJ 규정 제
38조 1항에 규정된 법원들 중 국제법의 모든 주체에게 적용 가능한
법원 혹은 국제법에서 다루고 있는 제 주제에 적용 가능한 법원이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예상할 수 있겠다.
국제법의 법원들 중 모든 국제법 주체에게 적용되는 즉, 모든 국
가를 회원국(membership)으로 하는 법원은 무엇이 있는가? 생각건
대 관습국제법과 법의 일반원칙 정도가 해당될 것이다. 특히 관습국
제법 중 일정 지역 내의 제한된 국가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지역관
습국제법은 모든 국가를 수범자로 하는 법원의 예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관습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원들
즉, 조약이나 사법판결, 국제법 학자의 학설 등은 특별한 관계에만
22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5.1.25. 최종방문).
230) 정인섭, op cit., p.30.
231) ICJ 규정 제38조 1항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
한 국제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
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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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다. 국제법을 국제법상의 모든 하부체계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의 ‘일반국제법(general international
law)’과 특별한 관계에만 적용되는 ‘특별국제법(particular
international law)’ 원칙들로 구분하는 Pauwelyn의 견해는 이 같은
분류 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32) 다만 그는 일반국
제법의 예에 강행규범을 포함시키고 특별국제법의 예에는 일방적
선언과 국제기구의 행위 등을 포함시키고 있어233) 단순히 국제법의
법원만을 구분 기준으로 하지는 아니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해당 국
제법의 적용 여부가 국가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강행규범이나 국가의 일
방적 선언, 국제기구의 행위 등 국제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들까지 포섭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관습국제법과 법의 일반원칙이 모든 국가들에 대해 자동
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제 주제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가령 무력사용금지원칙이나 해양법상
의 무해통항권, 국제인권법상의 고문금지원칙이 모든 국가들을 구속
하는 관습국제법이긴 하지만 WTO 체제의 핵심인 통상이라는 주제
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법의 법원을 기준으로 한 이
같은 구분 방법 대신 제 주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
는 구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upuy의 형식적 통합(formal unity) 및 실질적 통합(substantial
unity)에 대한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234) 그에 따르면 형식적 통합이
란 기본적으로 H.L.A. Hart가 제시하는 2차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
다고 한다.
232)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p.147-157.
233) Pauwelyn, Ibid.
234) Dupuy, Pierre-Marie, “The Danger of Fragmentation or Un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New York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1999), Vol.31, No.4,
p.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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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법은 완벽한 2차 규칙 세트를 부여받았다. 국제공법은 특히
국제규범을 생성, 수정, 소멸시킬 수 있는 변화의 규칙을 가진다. 국
제공법은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 책임의 규칙을 제공하거나 피
해국이 대항조치에 호소하는데 관련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사법
규범(norms of adjudication)”을 가진다. 이러한 국제 2차 규범들은
국제 1차 규칙의 목적이 무엇이던 간에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가령
조약의 협상, 채택, 집행은 조약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국제 2차 규칙들의 동일성은 “공존의 국제법” 시기에도 이미 만
연해 있었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가장 고전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으로
굳어져 있다.235)

다시 말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삼가야 할 의무에 관계되는 1차
규칙의 종류에 관계없이 조약과 같은 국제규범의 생성, 수정, 소멸
등에 관계되는 규칙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계되는 규
칙들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며 그러한 통합을 형식적 통합이라고 한
다는 것이다. 한편 UN헌장 채택 이후 국제법에는 다른 종류의 통합
을 요하는 실질적 규칙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가령 무력사용의 금
지, 제노사이드의 위법성, 불간섭원칙, 민족의 권리, 인간의 기본적
권리 등에 관한 규칙의 통합이 그것이며 이를 실질적 통합이라 명
명할 수 있다고 한다.236)
이 같은 Dupuy의 견해는 일반국제법에 관한 Pauwelyn의 또 다른
구분 기준과도 유사하다. Pauwelyn은 ‘다른 (1차) 법규칙들을 통해
서 간접적으로만 국가들에게 권리 및 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국제법
상의 2차 규칙이라 부를 수 있는 규칙들을 형성’하는 규칙들의 존재
에 대해 언급하며, 가령 조약법이나 국가책임, 규범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분쟁해결에 관련된 규칙들은 법체계(legal system)로서의 국
제법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237)
235) Dupuy, Ibid., pp.793-794.
236) Ibid., pp.794-795.
237)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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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국제법의 생성, 작동, 상호작용 및 집행에 관계되는 국제법
의 ‘도구상자(toolbox)’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도구상자’의 내용
이 모든 국제법상의 규칙들에 있어 동일하다는 것은 파편화가 문제
되고 있는 국제법 체계를 하나로 수렴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
다.238)

이러한 관점은 Dupuy가 제시하는 형식적 통합과 유사한 것으로 보
이며, Van Damme의 글에서도 유사한 견해가 확인된다.239)
Pauwelyn은 “일반국제법만이 ‘법’이라는 단어의 엄격한 의미에 입각
할 때 유일한 국제‘법’이며 나머지는 모두 ‘계약’에 불과하다”라고 한
Fitzmaurice의 주장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의미의 일반국제법만이 국
내법과 같이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유일한 국제법이라고 주장한
다.240)
만약 국제법을 하나의 법질서로 본다면 그러한 법질서의 운용에
관계되는 2차 규칙들에 대해서는 통일이 필요할 것이다. Dupuy나
Pauwelyn의 용어를 빌려 설명하자면 국제법의 ‘형식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책임법이라는 ‘도구상자’의 핵심적 요소들을 통일하는
것은 당위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만
약 국제법을 하나의 법질서로 본다면’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다시
말해 국제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찬반 여부가 갈리게 될 것이
다.241) 그렇다면 조약법이나 책임법 등에 관련된 2차 규칙들을 일반
238) Pauwelyn, Ibid.
239) Van Damme, Isabelle, Treaty Interpretation by the WTO Appellate
Bod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18.
240)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149.
241) Simma에 따르면 학자들의 입장은 국제법을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a unified
legal order)로 보는 ‘보편주의적(universalistic)’ 시각과 특별한 법체계들의 조합
(a fragmented legal order)이라고 보는 ‘배타주의적(particularistic)’ 시각으로
나누어진다(Simma and Pulkowski, “Of Planets and the Universe”, supra
note 5, pp.494-505; Simma and Pulkowski, “Leges speciales and
Self-Contained Regimes”, supra note 5, pp.146-148). 또한 WTO, EC, 인권
조약 등 특별 조약들의 불분명한 문언은 해석하기에 따라 자기완비적 체제의 존재
가능성 및 국가책임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양측의 주장 모두를 가능 또는 불가능
하게 한다. 다시 말해 이는 단지 분석수준의 문제(the level-of-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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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으로 정의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될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한 ILC 스터디 그룹의 보고서는 국가
책임법과 자기완비적 체제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
시한다.
특별한/조약 체제가 (특별법으로서) 그것의 적용 영역에서 우위에
놓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영역은 보통 예외에 관한 방식으로 즉, 제
한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체제를 구성하는 문서(들)에
특별히 일탈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문서(들)에서
일탈 가능성이 추정되지 않는 한 모든 경우에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
법상의 규칙들(the rules of the general law on State responsibility)
이 –나머지 일반국제법(general international law) 영역에서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특별한/조약 체제를 보충한다.242)

이 같은 논리는 국가책임법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
용된다. 즉, ILC는 각각의 이슈 영역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수 있음을 상정하여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우위
에 놓인다(lex specialis derogat lege generali)는 격언을 논리적 근
problem)라는 것이다(Simma and Pulkowski, “Of Planets and the
Universe”, Ibid., pp.505-506). 다만 외부와 단절된 채 홀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서의 자기완비적 체제는 부재한다고 보는 ILC의 입장(ILC, Study Group Report,
supra note 17, pp.91-97)은 국제법을 하나의 통일된 법체제로 보는 전자의 시
각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242) ILC, Study Group Report, Ibid., p.82. 한편 명시적 규정 유무를 중시하는
이 같은 관점은 외교적 보호의 문제에 있어 국내구제완료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가
에 관한 ELSI 판결의 결론과도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국내구제완료원칙이라는
중요한 관습국제법을 국가들이 조약을 통해 배제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다음은 판결문의 관
련 부분을 번역·인용한 것이다.: “조약의 당사국들이 해당 조약의 위반에 대한 소
송에서 국내구제 완료 원칙을 적용한다거나 혹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관습법상 중요한 원칙을 적용하
지 하겠다는 의도(intention)가 그 어떤 문언에도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원칙이 암묵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판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는 받아
들일 수 없다.”(Case Concerning Elettronica Sicula SpA (ELSI) (United
States of America v. Italy), Judgment of 20 July 1989, p.42, para.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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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243) 동 원칙은 오랜 역사를 지닌 법 원칙
으로244)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된
다. 다만 동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조약의 해석 문제로 귀결된
다는데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다. 앞서 인용한 ILC 스터디 그룹의 보
고서를 보건대 일탈 규정의 존재 여부 또는 일탈에 대한 추정 가능
성 여부에 따라 자기완비적 체제상의 규칙만이 적용될 것인지 혹은
일반국제법의 원칙이 잔여법으로 적용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 이
때 명시적인 일탈 규정이 존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조
약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결국 조약의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
한편 ILC 스터디 그룹에 따르면 이렇게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로 설명되는 일반국제법은 자기완비적 체제에 예정되지 않은 상황
이 발생하거나 자기완비적 체제가 실패하는 경우에도 제 기능을 발
휘한다.
‘자기완비적 체제’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들에 대
한 일반 규칙들의 계속적인 적용의 문제나 해당 체제가 실패한 경우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 규칙들에 의존(fall-back)할 수 있는지의 문제
는 ARSIWA나 그 주석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문제는 특별보고자 Riphaen과 Arangio-Ruiz가 다룬 바 있으며,
그 둘 모두 자기완비적 체제가 실패하는 경우 일반법에 대한 의존
(recourse)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한 실패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다
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국내구제 완료가 분명히 불가능하거나 비효
율적인 경우 혹은 국내구제를 기대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경우와 같
243) 다만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는 조약 문언상의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조
약 규정의 해석 및 실행과 관련하여 조약에 공백(lacunae)이 존재하는 경우 관습
국제법상의 규칙들이 그 의미를 보충(fill)하는데 유용하다면서 그러한 규칙 또는
원칙의 예로 국가, 관할권, 국가승계, 주권의 창설 및 승계, 외교관의 특권 및 면
제, 국적에 관한 규칙, 국가책임법 등이 있다는 언급을 한다(ILC, Study Group
Report, Ibid., pp.95-96, paras.182-183). 이는 Dupuy가 제시하는 실질적 통합
의 의미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244) ILC, Study Group Report, Ibid., p.34

- 77 -

이 국내구제 완료의 원칙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로부터 그 조건을 유
추할 수 있을 것이다.245)

이 같은 설명으로부터 자기완비적 체제 내의 규칙들을 고수하는 것
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 혹은 비합리적인 경우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에 의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WTO 체제와 소급적 구제의 문제에 대한 적용
(1) WTO 체제와 소급적 구제 원칙의 관계
상기의 논의를 WTO 체제 내에 소급적 구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해보자.
우선 국제법을 하나의 법질서로 바라보는 시각에 입각할 때 국가
책임법상의 규칙들은 일반국제법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일이
요구된다. 이는 국제법의 파편화 및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소급적 구제에 입각한 배상의 원칙이 국가책임
영역의 기본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WTO 체제 내에서도 소급적 구
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는 국제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당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터무니없는 주장일 수도 있다.
한편 ILC의 입장을 정리하면 WTO 체제 내에서 국가책임 이슈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ARSIWA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인지와 관련해 세 가지 경우를 도출할 수 있겠다. (1) WTO
체제 내에 일반국제법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일탈 규정이 있거나 일
탈을 추정할 수 있어 WTO 체제 내의 규칙만이 적용되는 경우; (2)
일탈 규정이나 일탈을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WTO 체제 내
의 규칙 및 ARSIWA상의 규칙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245) Ibid.,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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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TO 체제가 예정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WTO 체제가
실패하여 ARSIWA상의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우선 WTO 협정상 일반국제법상의 배상 원칙을 배제한다는 내용
을 가진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경우 중 첫 번째 가능성은 배제된다. 만약 소급적 구제의 문제가 두
번째 경우 즉, 일탈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WTO 체제의 규칙과 일반국제법상의 규칙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ARSIWA의 적용 또는 그로
부터의 일탈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WTO 대상 협정들에 대한 해설
문제로 귀결되며 특히 WTO 협정이 소급적 구제의 문제에 대해 침
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 협정의 침묵에 대한 해석 문제로 귀결
될 것이다. 즉 침묵을 WTO 체제의 흠결로 보아 일반국제법상의 구
제원칙으로 보충할 것인지 혹은 침묵은 협정 기초자들의 의도인 것
으로 보아 일반국제법의 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면, 즉 WTO 체제 설
립 당시 소급적 구제의 부재에 따른 문제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소급적 구제의 부재로 인해 WTO 체제상의 규칙을 고수하는
것이 비효율적 혹은 비합리적이어서 체제의 실패라고 간주할 수 있
다면 별다른 해석의 문제를 동반할 것 없이 ARSIWA의 원칙에 의
존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전술한 대로 소급적 구제의 문제는 개도국들이 대거
GATT 체제 내에 진입하였던 196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우
루과이 협상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다. 다만 최종적으로 WTO
체제 내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뿐이다. 그런 점에서 예기치 못한 상
황의 발생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소급적 구제
로 인해 실효적 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체제의 실패라고 여겨질 정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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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특별한 체제들은 특별한 문제에 관한 법을 강화하거나 특
별한 이익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raison d’être
를 가지고 있다. ... WTO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체계도 그
중 하나이다. ... 체계 내의 분쟁해결기제의 기능이 너무 느리거나 너
무 비효율적이어서 올바른 분쟁해결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 없이 손
해(damage)를 계속 유발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체계는 ‘실패’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는 일반국제법상의 제
도나 기제들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되어야 한다.246)

즉 WTO 체제의 특별한 raison d’être 중 하나인 분쟁해결제도의 신
속성 및 효과성은 WTO 체제의 실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과연 현재 WTO 체제의 분쟁해결기제가 이러한 실패의 사
례라고 간주할 수 있겠는가? 물론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WTO
가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
고 있기는 하지만247) GATT 체제와 달리 신속성 및 효율성을 구비
한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범세계적 국제분쟁해결제도로서는 유례
가 없을 정도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48) 따라서
소급적 구제의 문제를 세 번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소급적 구제의 문제는 두 번째 상황에 해당
하며 그런 점에서 특히 협정의 침묵에 관한 해석 문제가 중요해진
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WTO 체제에서의
적용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반국제법상의 원칙들이
WTO 체제의 적용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어
246) ILC, Study Group Report, supra note 17, pp.97-98, paras.186-187.
247) Ujal Singh Bhatia, “Save Doha Round, Save the WTO”, The Economic
Times,
11
June
2011,
at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opinion/policy/save-doha-round-savethe-wto/articleshow/8809392.cms> (2015.1.25. 최종방문) 참조.
248) 정인섭, op cit., p.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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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상기의 논의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WTO 체제의 적용법
1) DSU 관련 조항
DSU에는 WTO 체제의 적용법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이 존
재하지 아니한다.249) 다만 DSU의 제 규정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국제공법과 WTO 체제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DSU 제3.2조 뿐이어서 WTO 체제의 적용법이 WTO 대상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동 조항의 해석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DSU 제3.2조는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
례적인 규칙에 따라” WTO 대상협정의 현존 조항을 명확히 할 것
을 규정한다.250) 동 조항을 주어진 문언에 국한시켜 좁게 해석하면
국제공법상의 원칙들 중 오직 해석에 관한 관습 규칙만이 WTO 체
제 내에 적용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 방식과 관련하여
Kasilili/Sedudu Island 사건에서의 ICJ의 해석 방식은 주목할 만하
다.251)
이 조항의 ‘국제법상의 규칙 및 원칙’이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무언가
249) 반면 대부분의 국제재판소들은 적용법을 명확히 규정한다. 가령 ICJ규정 제38조
1항, ICSID 협약 제42조 1항, ICC 규정 제21조 1항, UNCLOS 제293조 1항 등이
그 예이다.
250) DSU 제3.2조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는 다자간무역체제에 안전과 예견가능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이다.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은 이 제도가 대상협정에 따
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
라 대상협정의 현존 조항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DSB의 권고와 판
정은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 또는 축소시킬 수 없다.
251) Case Concerning Kasikili/Sedudu Island (Botswana/Namibia), 13
December 1999.

- 81 -

다른 것을 의미한다. 사실 문제된 표현은 굉장히 일반적(general)인
데, 그 평범한 의미대로 해석한다면 오직 조약의 해석에 관한 규칙
및 원칙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문언에 따
르면 회원국들이 본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을 조약 해석에 관련된
국제법상의 규칙 및 원칙에 국한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252)

국제법상의 규칙 및 원칙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해석에 관한 것만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위의 판결을 반대로 해석하면 DSU 제
3.2조에서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국제공법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 여겨진다. 게다가 DSU의 제 조항들은 오로지 WTO의 ‘대상협정
(covered agreements)’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좁은 해석 방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Trachtman
이다. 그는 DSU 제3.2조, 제7조, 제11조에 근거하여 WTO 대상협정
만이 WTO의 적용법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DSU 제3.2조는 분쟁 해
결 시 대상협정 하의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내용은 제19.2조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253) Trachtman은 “만약 다른 국제법에서 파생되는 권리와 의
무가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적용된다면” DSB의 권고와 판정은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 결국 DSU 제3.2조가 “터무니없게 된다.”고 말한다.254) 또한 패
널의 위임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DSU 제7조는 WTO 대상협정
에서 기인한 법만을 언급하고 있고,255) DSU 제11조는 패널의 기능
252) ICJ Reports (1999), p.1102, para.93.
253) DSU 제19.2조

제3조 제2항에 따라 패널과 상소기구는 자신의 조사결과와 권고에서 대상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없다.”(이탤릭 강조 추가)
254) Trachtman, Joel, “The Domain of WTO Dispute Resolution”,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1999), Vol. 40, p.342.
255) DSU 제7조
1. 패널은 분쟁 당사자가 패널 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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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그 대상 협정과의 합치성을 평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256) 이에 “WTO 분쟁해결
에서의 적용법이 특별히 대상 협정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조
항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비(非) WTO 법
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의도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라고 주
장한다.257) 그에 따르면 DSU 제3.2조의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
례적인 규칙’으로 인정되는 VCLT 제31조 3항(c)의 ‘적용 가능한 법
(applicable law)’은 조약 문언의 해석에 고려되어야 할 것을 나타내
는 것일 뿐 비(非) WTO법이 WTO에서 실체법(substantive law)으
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258)
Marceau는 규범 충돌에 관한 자신의 논문 중 WTO 사법기구의
적용법이라는 항목에서 GATT 1994 및 DSU 제1.1조, 제4.2조, 제
4.4조, 제7조, 제11조 등이 지속적으로 ‘대상협정’을 언급하고 있음을
이유로 WTO 사법기구의 권한(competence)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다.259)
반면 Palmeter과 Mavroidis는 DSU에는 ICJ규정 제38조 1항에 대
응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 용어들은 DSU 제3.2조 및 제7조
한, 다음의 위임 사항을 부여받는다.
“(분쟁 당사자가 인용하는 대상협정명)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 국명)이 문서
번호.....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한 문제를 조사하고, 분쟁해결기구가 동 협정에
규정된 권고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조사 결과를 작성한다.”
2. 패널은 분쟁 당사자가 인용하는 모든 대상 협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256) DSU 제11조
패널의 기능은 분쟁해결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
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
련 대상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저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대상 협정에 규정되
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 결과를 작
성한다. 패널은 분쟁 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57) Trachtman, supra note 254, p.342.
258) Ibid., p.343.
259) Marceau, Gabrielle, “Conflicts of Norms and Conflicts of Jurisdic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greement and MEAs and other
Treaties”, Journal of World Trade (2001), Vol.35, No.6, p.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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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WTO 분쟁 해결절차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본
다.260) DSU 제3.2조는 분쟁해결의 목적이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WTO 대상협정의 조항들을 분명히 하는 것
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DSU 제7조는 패널의 위임 사항이
“(분쟁 당사자가 인용하는 대상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DSB에 제
기된 문제를 평가”하고 “분쟁 당사자가 인용하는 모든 대상 협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DSU 제7조가 WTO 체제에서 ICJ
규정 제38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261)
Bartels는 대상협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시된 규칙들만 패널과
항소기구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
으로 지나치게 실증주의적(unduly positivistic)이며 패널과 항소기구
의 실제 실행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한다.262)
Pauwelyn은 DSU에서 적용법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으로 DSU
제7.1조 내지 제7.2조를 제시한다. DSU 제7.1조는 ‘분쟁당사국들이
인용한 대상협정명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를 조사할 것’을
패널에 지시하고 있으며, DSU 제7.2조는 ‘분쟁 당사자가 인용하는
모든 대상협정의 관련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그
런데 이들 조항은 당사자들에 의해 인용된 규칙들을 적용하고 검토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며, DSU 및 WTO 규칙 어디에도
WTO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패널 결정 시 국제법상 다른 규칙의
언급 또는 적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은 없음을 강조한
다.263) DSU가 국제법이라는 포괄적인 맥락에서 만들어지고 계속하
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WTO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국제법상의 관련 규칙들은 자동적으로 적용법이 된다. 즉 DSU 혹은
260) Palmeter, David and Mavroidis, Petros C., “The WTO Legal System:
Sources of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8),
Vol.92, p.399.
261) Ibid., p.399 (이탤릭 강조 원문 인용).
262) Bartels, Lorand, “Applicable Law in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Journal of World Trade (2001), vol.35, issue 3, p.499.
263)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p.46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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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WTO 규칙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WTO 내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264) 또한 DSU 제7.1조 및 DSU 제
11조에 의해 DSB가 동 협정에 규정된 권고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
움이 되는 조사결과(such findings) 또는 그 밖의 조사결과(such
other findings)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패널에 부과되는데, 그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 패널은 WTO 대상협정을 벗어난 국제법상의
규칙들에 의존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DSU 제11
조에서 부과하고 있는 ‘객관적인 평가(objective assessment) 의무’
를 다하기 위해서도 WTO 대상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법들이 적
용되어야 한다.265) DSU 제3.2조의 ‘조약해석에 관한 국제공법상의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 역시 ‘당사국들 관계에 적용 가
능한 국제법상의 모든 관련 규칙들을 고려하여 WTO 규칙들을 해
석해야 할 의무를 패널에 부과하고 있다. 결국 DSU 제7.1조 내지
제7.2조의 명시적인 언급과 DSU 제3.2조, 제7.1조 및 제11조의 암시
적인 내용들을 통해 적용법의 범위가 WTO 대상협정에 국한된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연역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266)
2) 관할권과 적용법의 구분
차제에 다시 Trachtman의 견해를 살펴보자. 그는 “WTO 법체계
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한 가지 문제는 그 체계 바깥에 있는 법규칙
들을 인정하고 적용한다는 것이다.”267)라며 “WTO 분쟁해결 체계는
적용 가능한 모든 국제법을 적용할 권한을 지닌 일반적 관할권
(general jurisdiction)을 지닌 재판소가 아님이 분명하다.”268)라고 비
판한다. 또한 “Palmeter와 Mavroidis가 DSU 제3.2조와 제7조를 비
264)
265)
266)
267)
268)

Ibid., p.466.
Ibid., p.469.
Ibid., p.469.
Trachtman, supra note 254, p.337.
Ibid., p.338.

- 85 -

(非) WTO법에 해당하는 국제법을 편입(incorporation)하는 표면적
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 이 조항들은 WTO 분쟁해결 체계를
일반적인 국제법 관할권을 지닌 재판소로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며 그들의 입장을 부정한다.269) 그는 일반적 관할권이 인정
되는 경우에만 WTO 법체계 밖의 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WTO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WTO 대상협정 하의 분쟁에 국한되므로 적용법의 범주도 WTO 대
상협정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WTO 사법기구의 권한이 제한적이라
는 점을 지적한 Marceau 역시 “모든 사건에서 패널과 항소기구의
관할권은 오직 DSU에 정의된 것 뿐”이라는 언급을 통해 적용법과
관할권을 동일하게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270)
반면 비(非) WTO법이라도 WTO 체계상의 적용법이 될 수 있다
고 보는 Bartels나 Palmeter와 Mavroidis, Pauwelyn은 적용법 문제
를 관할권 문제와 별개로 논하고 있다.
대상협정의 분쟁해결 규정 하에서 (DSU 제1.1조에 따라) 분쟁해결
기제가 적용되는 분쟁에 대한 제한은 패널과 항소기구의 관할권
(jurisdiction)에 대한 제한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권의 제한은 패널
이나 항소기구 앞에 유효한 적용법(applicable law)과는 아무런 관계
가 없다.271)

이 같은 견해는 Van Damme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그녀는 “물론
WTO 대상협정 하에서 발생한 문제만이 패널과 항소기구 앞에 제
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단 패널과 항소기구의 관할권이 적절하
게 성립되고 나면 패널과 항소기구가 어떠한 법을 적용하게 될 지
는 분명함이 떨어진다.”라고 한다.272) 이어 “제한적인 관할권이 조약
269)
270)
271)
272)

Ibid., p.342, note 41.
Marceau, supra note 259, p.1102.
Bartels, supra note 262, p.503.
Van Damme, op cit.,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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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 및 적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
니다.”라는 ILC 파편화 보고서의 문구를 인용하여 관할권과 적용법
이 구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273)
그렇다면 관할권(jurisdiction)과 적용법(applicable law)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제법에서 관할권(jurisdiction)이란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된다.274) 국가가 사람이나 물건 또는 어떤 상황을 지배할 수 있
는 권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 국가 영역 자체를 의미하는 것
으로도 사용되고, 사법기관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
하기도 한다.275) 우리의 논의 대상이 되는 관할권의 의미는 세 번째
의미 즉, 사법기관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
이다. 조약기구(treaty bodies)나 분쟁해결 기구(dispute settlement
organs)는 그 설립 문서에 의해 관할권(jurisdiction)의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은 특정 형태의 분쟁이나 특
정 조약 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국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적용법이라는 것은 관할권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인가? 생각건대 특정 조약에 의해 관할권이 제한된다고 해
서 그러한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계되는 적용법(applicable law)
의 범위까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76) 특히 WTO 분쟁해결
기구 DSB의 경우 그 관할권은 WTO 대상협정 하에서 발생한 분쟁
에 한정된다는 것이 DSU에 명시되어 있지만 적용법의 범위를 명시
하고 있는 조항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277) 이와 관련해
273) Ibid.
274) 정인섭, op cit., p.194.
275) Ibid.
276)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460; Henckels 역시 WTO의 제
한적인 관할권이 WTO 협정 해석 시 사용할 수 있는 법원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
니라는
입장이다(Henckels,
Caroline,
“Overcoming
Jurisdictional
Isolationism at the WTO-FTA Nexus: A Potential Approach for the
WTO”,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8), Vol.19, No.3,
p.580).
277) ILC, Study Group Report, supra note 17, pp.28-29, para.45; 반면 국제사
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는 ICJ가 판정을 내림에 있어 적용해야 하는 법원을 명
시하고 있으며, UN해양법협약(UNCLOS) 또한 제288조 1항 및 제293조 1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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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welyn은 비록 재판소별로 다루는 소의 대상이 다르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소송물을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적용법은 동일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278) 그에 따르면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양
법 재판소에서는 UN 해양법협약만이 적용되며, WTO에서는 WTO
의 대상 협정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법의
파편화를 조장하고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을 거스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279) 그는 국제법 질서를 하나의
법체계로 바라보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국제법의 하부체계를 구성하
는 국제법의 분파들이 일반국제법이라는 큰 틀 하에서 상호작용하
며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Lockerbie 사건280)에서 ICJ의 관할권은 리비아의 청구에 따
라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을 평가하는 것에 국한되었
으나, ICJ는 적용법의 일부로써 영국과 미국이 자국의 입장을 방어
하기 위해 제시한 UN 안보리 결의 748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WHO와 이집트 사이의 1951년 3월 25일 협약에 대한 해석과 관련
해서도 ICJ는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제법상의 규칙은 그것이 관습이던 조약이던 관계없이 단독으로(in
a vacuum)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이 속해 있는 좀 더 폭넓
은 틀을 가진 법 규칙들(legal rules)의 맥락 및 사실과 관계하며 작
동한다. 따라서 일방의 요청에 따라 가정적 방식으로 제기된 문제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답을 얻으려면 재판소는 우선 제기된 문제의 의
미와 온전한 함의를 고려의 대상이 된 사실과 법의 실제적 틀(the
actual framework of fact and law)에 비추어 분명히 해야 한다. 그
해 관할권과 적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78)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461.
279) Ibid.
280) ICJ Reports of Judg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on Case

Concerning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Jamahiriya v. US and UK), Order of 14 April 1992, p.15,
para.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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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으면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은 불완전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비효과적이며 심지어 실제로 고려의 대상이 된 문제를 지배하
고 있는 적절한 법규칙들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할 것이다.281)

이러한 시각은 Kronprins Gustaf Adolf 중재 판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중재재판 관할이 두 개 조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중재재판관은 조약을 벗어나는 국제법의 다른
규칙들에 기초하여 판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항변과 관련하여 중재
판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다.
결정은 물론 조약에 따라 내려질 것이고 중재재판관은 국제법 영역
내의 다른 규칙들을 살펴봐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 반면 조약
들 자체가 양 조약 당사국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국제법의 일부분이
라는 것은 분명하며, 문제가 된 조약들이 체결되었을 때 양 당사국
들은 그 조약들이 그들 사이에 인정된 국제법의 분위기 혹은 정신
하에서 그들 사이에 실행되어야 할 특별한 조항들로써 합의된 것이
라 여겼음을 추정할 수 있다.282)

한편 Pauwelyn은 조약에 따른 분쟁은 그 조약이 체결되었던 당시
의 국제법의 맥락 뿐 아니라 국제법의 발전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83) 가령 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는 1977년에 체결된 양자 투자조약에 관련된 분쟁
이 문제가 되었고, 별개의견에서 조약 체결 이후 발전되어온 새로운
국제환경 규범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284)
281)

ICJ

Reports

of

Judg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on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of 25 March 1951 Between the WHO and
Egypt, Advisory Opinion of 20 December 1980, p.76, para.10.
282) Arbitration of a Difference Concerning the Swedish Motor Ships
Kronprins Gustaf Adolf and Pacific, 18 July 1932,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32), Vol.26, Issue 4, pp.839-840.
283)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p.462-463.
284) Case Concerning the Gabcikovo-Nagymaros Project (Hungary v.
Slovakia), ICJ Reports 1997, para.140, “환경에 관련된 문제는 살아 있는(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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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입장은 ILC의 파편화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WTO 기구들의 권한(competence)이 대상 협정 하의 청구를 고려하
는 것에 국한(될 뿐 가령 환경협약이나 인권협약 하의 청구는 제한)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WTO 기구들이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밝힐 때에는 그러한 권리와 의무들을 반드시 (관련 환경 협
약들과 인권협약들을 포함한) 일반국제법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
위치시켜야 한다.285)

이러한 ILC 스터디 그룹의 입장은 관할권(jurisdiction)과 적용법
(applicable)을 구분하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관할권과 적
용법은 별개의 것으로 관할권이 제한된다고 해서 적용법까지 제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WTO 대상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국제법 규칙들도
WTO 체제 내에서 적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다만 분명한 것은 WTO 대상협정에 명시적으로 규
정된 사항에 관한 한 대상협정상의 내용만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
러한 규정의 존재는 국제법 원칙으로부터의 일탈을 규정한 것이며,
WTO 체제라는 특별한 조약 체제를 수립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다른 국제법상의 원칙이 적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고 한 것은 WTO 대상협정상의 일탈 규범이 반드시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WTO 체제에서 수립하고 있는 일탈규범에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공백으로 인해 손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면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을 적용법으로 삼아 체제
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86) 그러나 체제의 공백 혹
그리고 지속되는(continuing) 문제로...1950년 조약 하에서 시작된 작업이 2000년
에도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1950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적용 가능한 관련 환경 기준은 2000년 기준이 될 것이다.”
285) ILC, Study Group Report, supra note 17, pp.90-91, para.170.
286) 이렇게 보자면 WTO 체제의 적용법에 관한 Trachtman과 다른 학자들의 논쟁
은 어쩌면 WTO 체제의 완결성 즉, WTO 체제상의 흠결 존재 가능성 및 보완 필
요성 또는 가능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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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협정에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을 일반국제법으로 보충해야 한다
는 당위적 결론과 실제 WTO 체제의 운용 현황은 별개의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WTO 대상협정이 침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패널 및
항소기구의 해석 방식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3) 패널 및 항소기구의 입장
우선 WTO 체제의 적용법 문제와 관련하여 패널 및 항소기구의
판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Van Damme은 설사 DSU 기초자들
이 DSU 제3.2조를 통해 “해석에 관한 관습국제법”만 적용할 것을
의도했다 하더라도 패널과 항소기구의 실제 판정 사례를 살펴보면
WTO 대상협정 해석 시 VCLT 제31조 내지 제33조에만 국한된다
거나 분쟁 해결 시 WTO 대상협정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한다
는 점을 지적한다.287) 주지하는 바와 같이 WTO 항소기구는 첫 번
째 계쟁 사건이었던 US - Gasoline 사건288) 판정 시부터 WTO 협
정이 “국제공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것으로 읽혀져서는 아니 된
다(is not to be read in clinical isolation from public international
law)”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후에도 “일반국제법상의 원칙들로부터
해석 지침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289)는 점을 수시로 언급한 바 있
다. 게다가 Korea - Government Procurement 사건 패널은 일반국
제법상의 관습 규칙들이 WTO협정들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적
으로 인정하였다.
우리는 DSU 제3.2조에 의거 WTO 대상협정들의 현존 조항들을 특
정 분쟁의 맥락 속에서 국제 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 국제법상의
287) Van Damme, op cit., p.15.
288) Appellate Body report on US – Gasoline, supra note 38, p.17.
289) Appellate Body report on United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US – Shrimp), adopted on 6 November
1998 (WT/DS58/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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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들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관습국
제법에 대한 WTO 협정들의 관계는 이보다 더 광범위하다. 관습국
제법은 WTO 회원국들 사이의 경제 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러한 국제법은 WTO 대상협정들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 달리 말하면 충돌이나 불일치, 또는 WTO 대상협
정상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습 국제
법상의 규칙들이 WTO 협정들 및 WTO 하에서의 조약 형성 과정
에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290)

이를 통해 보건대 WTO 사법기구291)의 입장은 적어도 관습국제법
에 관한 한 해석에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에 국한됨이 없이 WTO
체제 내에서 적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그렇다면 관습국제법의 성문화라고 할 수 있는 ARSIWA의
원칙들도 WTO 체제 내에서 적용법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3) WTO 협정의 침묵에 대한 해석 방식
WTO 협정 체제가 일반국제법상의 소급적 구제 원칙으로부터 일
탈한 체제인지 여부에 대해 WTO 협정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소급적 구제의 문제는 WTO 협정의 침묵에 관한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WTO 체제의 공백 또는 협정이 침묵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WTO 사법기구의 해석 방침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해 패널이
나 항소기구가 관습국제법상의 (2차) 규범 및 일반원칙을 이용해
WTO 대상협정, 특히 DSU를 보충하는 경우는 흔히 목격된다. 이는
290) Panel Report on Korea – Measures Affecting Government Procurement
(Korea – Government Procurement), adopted on 19 June 2000
(WT/DS163/R), para.7.96.
291) 이하 간혹 등장하는 WTO 사법기구라는 표현은 WTO의 패널 및 항소기구를 동
시에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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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증거법이나 절차법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가령 US Anti-Dumping Act of 1916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재판소가 자신에
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관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널리 인
정된 규칙이라는 la competence de la competence 원칙을 제시하
며 패널의 견해를 지지한 바 있다.292) US - Shirts and Blouses 사
건에서는 입증책임과 소송경제(judicial economy) 문제가 적용되었
는데, 항소기구는 특히 ICJ를 포함한 수많은 국제 재판소들의 실행
및 다양한 국가들의 실행에서 제소국인지 피제소국인지에 관계없이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음이 일반적이고 일관적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원용하였다.293) 한편 US - Shrimp 사건
에서는 국제법상의 ‘반대 논리(a contrario reasoning)’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DSU 제13조의 ‘정보를 구할 권리’는 ‘패널에 의해 요청
되지 않은 정보의 수락을 금지하는 것’과 다르다며 항소기구는
amicus curiae 서면입장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패널
이 amicus curiae 서면입장서를 재량껏 인정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
다.294)
패널 및 항소기구는 조약법상 인정된 원칙들을 적용하기도 하였
다. EC - Bananas 사건 등에서는 VCLT 제28조에서 인정되고 있
는 소급적용 금지 원칙이 적용되었고,295) Korea - Government
Procurement 사건에서는 VCLT 제48조의 조약 형성시의 착오에 관
련된 원칙이 적용되었다.296) 또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규칙
292) Appellate Body report on US-Anti-Dumping Act of 1916, adopted on
26 September 2000 (WT/DS162/AB/R), p.17, note 30.
293) Appellate Body report on US – Measure Affecting Imports of Woven
Wool Shirts and Blouses from India, adopted on 23 May 1997
(WT/DS33/AB/R), p.14.
294) Appellate Body report on US – Shrimp, supra note 289, p.38,
para.107.
295) Appellate Body report on European Communities –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EC – Bananas), adopted
on 25 September 1997 (WT/DS27/AB/R), para.235.
296) Panel report on Korea – Government Procurement, supra note 290,
p.192, paras.7.123-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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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를 것을 규정한 DSU 제3.2조에 따라 패널 및 항소기구는
VCLT 제31조 내지 제32조를 엄격히 적용해왔다. US - Gasoline
사건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널 판정이 항소 단계
에서 파기(reverse)되기도 하였으며,297) VCLT 제31조 3항(c)에 따라
국가책임 원칙이나 여러 지역무역협정 등 WTO체제 밖의 다양한
원칙 및 협정들이 고려되기도 하였다.
한편 EC - Bananas 사건의 중재인들은 대항조치의 비례성에 관
련된 국제공법상의 원칙을 제기한 바 있으며298) Brazil - Aircraft
사건 중재인은 보조금협정 하의 대항조치의 적절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 국제공법상의 대항조치의 의미와 목적을 언급하며 대항조치라
는 용어를 분석하였다.299) 이 외에 ‘국가 행위로의 귀속에 관한 원
칙’ 등 국가책임에 관련된 다양한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이 원용된 바
있다.
그러나 WTO 체제에 공백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일반
국제법을 통한 보충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협정의
침묵은 때로 협정 기초자들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EC - Bananas 사건 항소기구는 회원국이 농산물에 관한 시장접근
및 양허와 관련 GATT 제13조로부터 일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협정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만약 농업협정 제4.1조
가 그러한 일탈을 허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점을 ‘분
명하게 명시했을 것’이라며 침묵을 배제의 의도로 해석한 바 있
다.300) China – Raw Material 사건에서는 중국의 가입의정서 제
11.3조에 GATT의 일반적 예외에 대한 원용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패널 및 항소기구는 가입의정서에서 GATT와의 관련
성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의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297)
298)
299)
300)

Appellate Body report on US - Gasoline, supra note 38, pp.15-17.
Arbitration report on EC - Bananas, para.6.16.
Arbitration report on Brazil - Aircraft, para.3.44, notes 45, 48.
Appellate Body report on EC – Bananas, supra note 295, para.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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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였다.301) 그러나 이러한 해석 방식은 “어떤 특별한 요건에 관
하여 협정이 침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묵에 의해 특별 요
건이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US
- Carbon Steel 사건302) 항소기구의 입장이나 GATT 제ⅩⅨ조에
규정된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s)’이 세
이프가드 협정 제2조 1항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요건을 배
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석한 Korea - Dairy 사건303) 및
Argentina - Footwear 사건304)의 항소기구의 해석 태도와 모순된
다.
결국 조약의 침묵이 배제를 의미하는지 혹은 드러나지 않은 내용
을 암시하는 것인지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협정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때로는 이미 조약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305) 때로는 보충을 요하지 않는 부정/배제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
이다. Ehlermann 역시 amicus curiae 서면입장서의 인정 여부가 문
제되었던 US – Shrimp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협정의 침묵은 다
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이 항소기구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하였다.306) 다만 Van Damme에 따르면
301) China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Various Raw
Materials (China – Raw Materials), adopted on 22 February 2012
(WT/DS394,395,398/R, WT/DS394,395,398/AB/R).
302)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Germany, adopted on 19 December
2002 (WT/DS213/R, WT/DS213/AB/R).
303) Korea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ertain Dairy
Products, adopted on 12 January 2000 (WT/DS98/R, WT/DS98/AB/R).
304) Argentina -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adopted on
12 January 2000 (WT/DS121/R, WT/DS121/AB/R).
305) Wróblewski, Jerzy, “On the Unstated in Law: Implicit Presuppositions
and
Conventions”,
in
Amselek,
Paul
and
MacCormick,
Neil,
Controversies about Law’s Ontology,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1),
p.95.
306) Ehlermann, Claus-Dieter, “Tensions betwee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and the Diplomatic and Treaty-Making Activities of the WTO”,
World Trade Review (2002), Vol.1, Issue 3,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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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의 침묵이 절차적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관습국
제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보충하는 것에 거의 제한이 없
다고 한다.307) Lanyi와 Steinbach 역시 협정에서 침묵하고 있는 부
분이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WTO가 가진 사법기구의 속성
으로부터 외부의 규칙을 적용할 권한이 나온다고 본다.308)
한편 이러한 해석의 어려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2002년 미국과
칠레는 “패널 및 항소기구 앞에 제시되어야 할 업무의 성질 및 범
위, 그리고 WTO 협정 해석에 관한 규칙들에 관하여 WTO 사법기
구들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309) 이
후에도 몇 차례 유사한 제안을 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310)
(4) 소결
국제공법에서 소위 자기완비적 체제라고 분류되는 조약 체제들
중 그 어떤 것도 일반국제법의 적용이 일반적으로 배제된다는 의미
의 자기완비적 체제는 아니라는 ILC의 결론은 소위 자기완비적 체
제로 분류되는 WTO 체제도 적용됨이 물론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견
해는 이미 US – Gasoline 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일반국제법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소급적 구제의
원칙은 GATT/WTO 체제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었으며
307) Van Damme, op cit., pp.21, 127, 135-141.
308) Lanyi, Pamel Apaza and Steinbach, Armin, “Limiting Jurisdictional
Fragmentation i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Journal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2014), Vol.5, Issue 2, p.379.
309) Contribution by Chile and the United States, 22 December 2002,
TN/DS/W/28, para.6(f).
310) Negotiations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te

Settlement Understanding, Further Contribution of the United States on
Improving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in
WTO
Dispute
Settlement-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25 October 2005
,TN/DS/W/82/Add.1 and 17 March 2006, TN/DS/W/82/Add.2;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Revised Textual Proposal by Chile and the United
States-Communication from Chile and the United States, DSB Special
Session, 31 May 2007, TN/DS/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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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예외의 경우 또한 많지 않았다.
한편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한 ILC 스터디 그룹은 일반국제법과
자기완비적 체제의 문제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바라보는데,
이에 따르면 WTO 체제 내의 구제방안과 ARSIWA 상의 소급적 구
제 원칙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반법으로
부터의 명시적인 일탈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일탈을 추정할 수 있
는 경우 일반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별법만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
러나 문제는 WTO 협정이 소급적 구제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
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급적 구제의 문제는 WTO 협정의 침묵에 대
한 해석 문제로 귀결되는바 WTO 협정의 침묵이 WTO 체제의 흠
결인지 혹은 협정 기초자들의 의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진다.
그런데 WTO 패널 및 항소기구의 판정 결과만으로는 조약의 침
묵이 배제를 의미하는지 혹은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하는 것인
지 규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협정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때로는 이미 조약에 내포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보충을 요하지 않는 부
정/배제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차제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일반국제법과 자기완
비적 체제에 관한 규범적 논의이다. 국제법을 하나의 법질서라고 본
다면 그러한 법질서의 운용에 관계되는 2차 규칙들에 대해서는 ‘형
식적 통합’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책임에 관련된 규칙들과 같은 ‘도
구상자’를 통일하는 것은 당위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
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찬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
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실은 WTO 체
제 역시 조약 기반으로 성립된 국제공법의 일부라는 점이다.
통합과 다양성(multiplicity), 안정과 변화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한
편 국제법의 일반적 체계(general system)에 유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인식이 생기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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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gime)가 새로이 생겨나곤 했다. 다른 한편 국제법으로부
터 해방된 그러한 체제들은 1차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으로써 등 수많은 방식으로 국제법의 규칙들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
국제법 질서의 파편화는 동시에 전체를 관장하는 중심 요소(central
systemic building blocks)를 필요로 한다.311)

“다양성이 공존하는 통합(multiple unity)”에 관한 Simma와
Pulkowski의 이 같은 견해는 파편화된 국제법의 현실에서도 구심점
이 필요하다는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일반국제법으로부
터 해방된 것처럼 보이는 자기완비적 체제라도 그러한 독자적인 체
제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반국제법 규칙의 논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법규범이 이러한 구심점의 범주에 포함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
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구심점이라는 것은 체계의 통합
에 대한 관념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로 조약을 기반
으로 형성되는 체제의 운용이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문제와 관련
되는 규칙들은 가능한 일탈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구제방안에 관하여 WTO 체제가 침묵
하고 있는 부분을 체제의 일탈이 아닌 결락이라고 해석한다면 일반
국제법과 자기완비적 체제의 관계로부터 ARSIWA의 소급적 구제
원칙이 WTO 체제를 보충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한편 Babu는 해석을 통해서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일반국제법
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게 되면 WTO 대상협정 하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증가 또는 축소 없이 WTO의 구제방안들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12) Petersmann은 보다 명시적으로 “GATT 법
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국제 불법행위에 관련된 일반국제법상의
–불법행위의 중단, 원상회복, 배상, 만족, 재발방지의 보증이라는311) Simma and Pulkowski,
p.529.
312) Babu, op cit., p.463.

“Of Planets and the Universe”, supra not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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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류의 실질적인 결과들(구제방안들)이 GATT법의 맥락에서도
적용된다”313)고 한 바 있다.

313) Petersman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op cit.,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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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WTO 체제와 배상원칙 구현 방안
제1절 현 WTO 체제 내에서의 배상판정 가능성
1. 사법기구의 구제방안 선택 재량
La Grand 사건에서는 재발방지의 보증 또는 보장의 의무가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독일은 향후 비엔나
영사관계 협약에 대한 합치 수단으로써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을 요
구하였고, 미국은 그러한 보장을 하는 것은 협약에서 규정하는 의무
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재판소에는 그에 관한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ICJ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다.
독일이 주장하는 협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안에 관련된 분쟁
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파생된 분쟁이며 따라서 재판소의 관
할권 안에 있는 것이다. 특정한 문제의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존재
하면 그 의무의 위반에 대해 분쟁 당사국이 요청한 구제방안들을 재
판소가 고려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할권적 기초가 요구되지 않는
다.314)

ICJ는 PCIJ의 Chorzów Factory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소가 관할권
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도 자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구제방안의 선택
재량이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할권의 일부로서 재판소에 부
여된다는 것이다.
Pauwelyn은 이 판결에서 확인된 재판소의 힘 즉, 배상을 포함한
314)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of
27 June 2001, para.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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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안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WTO 패널의 관할권에도 내재
된 것이라고 본다.315) 즉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패널에게도 그 같은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이 이러한
능력을 WTO 패널에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DSU에 배
상을 ‘권고’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도 패널은 배상 권고
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Vidigal은 WTO법 위반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배상이 적합한지의 문제는 WTO의 패널 및 항소기구가
배상에 대한 권고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
이라면서 DSU의 문언, 문맥, 목적을 이유로 후자의 질문에 부정적
인 견해를 표명한다.316) 그렇다면 패널 및 항소기구의 권고 및 제안
의 가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DSU 제19.1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겠다.

2. DSU 제19.1조의 권고 또는 제안
(1) 권고(recommendation)
DSU 제19.1조에 따라 패널 또는 항소기구는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에게 ‘해당 조치를
WTO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recommend)해야 하는데 이
때 권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즉, 대상협정에 합치시
키도록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을 담아 권고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패널이 배상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Pauwelyn의 주장에 따
르면 패널은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라’는 권고 외에 ‘배상을
하라’는 별개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315)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224; Babu, op cit., p.463.
316) Vidigal, supra note 8, pp.521-523.

- 101 -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라’는 권고의 본래적 의미(original
reading)는 사실상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 전체를 제거하거나
조치를 WTO 규칙에 합치하도록 변화시켜 중지(cessation)시키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지의 권고에 더하여 분명한
배상의 권고가 덧붙여질 수 있다.317)

이 같은 Pauwelyn의 주장에 동조하는 Babu는 이에 덧붙여 DSU 제
19.1조의 문언, 문맥 어디에도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배상 판정을 내
리는 것을 금하는 내용은 없다며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된다’는
원칙이 국제법상 잘 확립되어 있는 이론이라는 점을 지적한다.318)
그러나 Vidigal은 DSU 제19.1조의 문언과 문맥이 WTO에서 허용
되는 권고는 오직 한 가지뿐임을 분명히 제시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권고와 제안의 형태는 DSU 제19.1조에 자세히 한정되어 있다. DSU
를 포함해 WTO 대상협정 어디에도 배상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WTO 회원국들이 WTO 협정에 서명하기 전부터 서명할
당시까지 무역 분쟁에 관련된 우세한 입장은 다자 제도 하에서 배상
명령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목적론적
근거를 제시하자면 WTO 사법기구는 전통적인 국제 재판소와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319)

권고의 형태가 DSU 제19.1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패널이 오직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라’는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배상에 대
한 권고는 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세 가지 근거 중 두 가지는 반박
이 가능하다. 우선 DSU 및 WTO 협정 어디에도 배상에 관한 언급
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나 마찬가지로 배상을 ‘배제’하겠다는 규정
317)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p.224-225.
318) Babu, op cit., p.463.
319) Vidigal, supra note 8, pp.5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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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뒷받침 해온 중요한 근거였다.
WTO 사법기구가 전통적 의미의 국제재판소와 다른 기능을 수행한
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TT 체제와 달
리 WTO 체제는 사법기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반박이 가능할
것이다. 설사 WTO의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완전히 사법기구의 틀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정치 기구였던 GATT 체
제의 틀로 WTO 체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아마도 Vidigal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그가 제시
한 두 번째 근거인 것으로 보인다. DSU 제19.1조가 DSU에 도입된
것은 사실상 위법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반환(reimbursement) 및
다른 ‘구체적인 구제조치’에 관한 패널의 권한(power)을 제한하려는
미국과 미국 반덤핑 단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320) 그
런데 Petersmann은 DSU 제19.1조에 제시된 것처럼 ‘조치를 대상협
정에 합치시키라는’ 권고만 인정하는 것은 비실효적인 구제방안
(ineffective remedy)을 제공하는데 그치게 될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며,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국제법의 원칙이 WTO상의 규칙들과 함께
작동하여 패널로 하여금 반환을 통해 위법한 반덤핑 조치나 상계조
치를 WTO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하는 구체적인 분쟁해결의 권고
를 하게 할 지는 WTO의 분쟁해결 관행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
라는 점을 지적하였다.321)
그렇다면 권고의 형태 또는 범위에 관련된 WTO판정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해 US – Certain Products 사건322)의 항소기
구 판정은 주목할 만하다.
320) Petersman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op cit., p.140;
Grané, supra note 7, p.766.
321) Petersmann, Ibid., p.140.
322) United States – Import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US – Certain Products), complaint by the
European Communities (WT/DS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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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국의) 3월 3일의 조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패
널 판정과 미국으로 하여금 3월 3일의 조치를 WTO의 의무에 합치
시키도록 DSB에 요청하는 패널의 권고 사이에는 명백한 모순이 존
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패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를 WTO의 의무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 점은 잘못된 것이
다.323)

이 같은 이유로 항소기구는 패널의 권고를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아
무런 권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협정에 합치시키라’는
권고는 ‘중지’의 권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입장은
Guatemala – Cement 판정의 결과에서도 정확히 확인된다. 패널은
“권고는 DSU 제19.1조에 규정된 것처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는 것
이라는 한 가지 형태에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324)
이 같은 판정이 계속되는 한 Pauwelyn이나 Babu가 이야기하는
다른 내용의 권고는 허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
지 주목할 만한 것은 소급적 권고의 가능성이다. Vidigal은 권고의
형태는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라’는 것에 국한되지만 그러한
권고가 판정 시점에 이미 만료된 조치에 관한 것이라면 합치시키라
는 말 속에는 그로 인한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라는 의
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25) 소급적 권고의 필요성은
특히 만료된 조치된 조치의 경우 인정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단지
이미 만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여 소위 ‘움직
이는 타겟(moving target)’을 형성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
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Mavroidis의 견해와도 흡사하다. Mavoriodis는 ‘사
실상 권고는 소급적 구제의 문을 열 수 있다(In fact,
323) Appellate Body Report on US – Certain Products, adopted on 10
January 2000 (WT/DS165/AB/R), para.81.
324) WTO Panel report on Guatemala – Cement Ⅰ, supra note 12, para.8.2;
본 논문 제3장의 GATT/WTO 관련 판결 중 Guatemala – Cement 부분 참조.
325) Vidigal, supra note 8, pp.5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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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can open the door to retroactive remedies.)’는
말로 운을 떼며 특히 ‘치고 빠지는’ 실행 즉, 위반조치 판정 시 이미
끝나버린 조치의 경우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하는 권고
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러한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 판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26) 따라서 권고의
의미는 WTO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위반 판정을 내리는 시점에 해
당 조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계속 중인 조치의 경우 그러한 조치를 수정할 것인지 완전히 중지
할 것인지는 유책국이 결정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패널의 권고는
그러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
다.327) 다만 끝나버린 조치에 대한 배상을 어떤 형태로 제시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China – Raw Materials 사건328) 결과는 소급적 권고에 대
한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패널은 중국의 일련의 법적 조
치들이 매년 갱신되어 WTO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는 것과 관련해
외견상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조치들(series of
measures)을 WTO의 의무에 합치시키라고 권고하였으며 항소기구
는 그러한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다만 배상에 대한 명시적인 판정이 없는 한 소급적 권고는 조치
에 대한 소급적 평가를 통해 위반의 중지 및 재발방지의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의 의미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26) Maroidis,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upra note 8, p.783;
Grané 역시 보고서 채택 시 이미 끝나버린 조치에 대해서는 보상만이 배상 또는
불법행위의 시정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Grané, supra note 7,
p.770).
327) Maroidis, Ibid., p.784; 한편 Pauwelyn은 위반 판정 시점에 위반 조치가 여전
히 계속 중인지 여부에 따라 배상 권고 부가 여부를 달리 하게 되면 국가들이 배
상 권고를 피하기 위해 위반조치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
므로 위반조치의 계속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 권고를 해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결과
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328) China – Raw Materials, supra note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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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suggestion)
DSU 제19.1조의 2문은 패널 또는 항소기구가 자신의 권고에 추가
하여 관련 회원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suggest)’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제안의 기능은 권
고의 이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Pauwelyn은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배상 권고를 할 수 없다면
그 대안으로 배상을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DSU 제19.1조에 제시된 것처럼 ‘위반조치를 WTO 대상협정에 합치
시키라’는 권고를 한 후 그러한 권고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배상’을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329) 그는 Austrailia – Leather Ⅱ
(Article 21.5 – US) 사건의 이행 점검 패널이 SCM 협정 제4.7조
의 ‘보조금 철폐’를 충족하기 위해 보조금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정했던 것을 지적하며 WTO의 다른 위반조치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한다.330)
그러나 ‘취소 및 반환’에 대한 제안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는 Guatemala – Cement 사건의 결과를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우선 Guatemala – Cement Ⅰ 사건의 패널은 권고
는 DSU 제19.1조에 규정된 것처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는 것’이라
는 한 가지 형태에 국한되며, 제안은 그러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패널에 의해 제안될 수 있지만 선택은 관련 회원국의 몫
이라면서 반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취소만을
제안 하였고,331) Guatemala – Cement Ⅱ 사건의 패널은 제안이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하는 권고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
방법에 관련된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멕시코의 요청이 해
당 분쟁에서 온전하게 분석되지 않았던 체계적 문제들(important
329)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225.
330) Ibid.
331) WTO Panel report on Guatemala – Cement Ⅰ, supra note 12,
paras.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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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ic issues)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멕시코의 제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32)
이 같은 패널 판정은 한편으론 Pauwelyn의 주장이 전혀 실현 불
가능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Guatemala – Cement Ⅱ 판정에서
패널이 제안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요소가 언젠가 다른 판정에서
다루어진다면 반환에 대한 패널의 제안이 보고서에 담길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상의 제안 가능성도 예외는 아닐 것
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유효한 것은 패널 또는 항소기구의 제안을
통해 배상 원칙을 WTO 체제 내에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뿐이다.
다른 한 편 그러한 가정적 접근이 현실화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국가들이 그러한 패널 또는 항소기구의 제안에 구속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논의를 요한다. 이는 제안의 법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앞서 Guatemala – Cement Ⅰ 사건의 패널이 “제안은 권고의 ‘이
행 수단’이며 패널의 제안에 대한 선택은 관련 회원국의 몫”이라고
한 것은 제안이라는 것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패널의 시각
을 확인시켜준다.
그런데 Mavroidis는 이 같은 패널의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한다. 법적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패널의 재량과 그러한
제안의 실행에 관한 국가의 재량은 별개라는 것이다.333) DSU 제
19.1조의 문언을 살펴보면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진다.
동조 1문이 권고에 대해 ‘의무(shall)’를 부과하고 2문이 제안에 ‘가
능성(may)’을 부여한 것은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그러한 권고에 대한
의무 및 제안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곧바로 제
안의 비구속력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US –
Antidumping Act of 1916 사건의 패널은 “미국이 1916 법안을
332) WTO Panel report on Guatemala – Cement Ⅱ, supra note 12, para.9.7;
본 논문 제3장의 GATT/WTO 관련 판결 중 Guatemala – Cement 부분 참고.
333) Maroidis,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upra note 8, p.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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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상의 의무에 합치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one way)은 1916
법안을 폐지하는 것일 수 있다(would be)”라는 완곡한 화법을 사용
하여 제안이 구속력이 없다는 시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
다.334)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배상을 명하는 제
안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별개로 실제로 그러한 제안이 행해졌
을 때 설사 유책국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정 불이
행으로는 판단되지 않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Babu는 이 같은
이유로 DSU 제19.1조의 제안을 패널 뿐 아니라 유책국 모두에게 의
무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35) 결국 현 단계에서 제
안을 이용해 배상을 명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들이 선결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판정결과(findings) 및 소급적 권고의 활용
DSU 제19.1조의 권고나 제안을 이용해 배상을 명하는 것이 어렵
다면 패널이나 항소기구의 판정결과(findings)를 이용하는 것은 어떠
한가? 판정 시점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조치, 소위 ‘치고 빠지는’
조치에 대한 대안으로 Vidigal은 판정결과의 활용을 주장한다.
WTO체제 내의 구제방안은 장래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소급적
권고의 가능성에서 확인한 것처럼 소급적 평가(retrospective
assessment)까지 금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336)
(패널이나 항소기구의) 판정결과(findings)는 문제된 조치가 WTO
법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WTO 사법기구들의 결론을 반영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DSB의 판정(rulings)은 유책국에게 이행에 대한
법적 의무를 창설한다. 권고와 마찬가지로 DSB의 판정은 RPT 종료
334) Ibid., p.786.
335) Babu, op cit., p.463.
336) Vidigal, supra note 8, pp.5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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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까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래적이다. 권고는 그 형태와
내용이 제한적인 반면 판정에는 그러한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결과의 범위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그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
는 조치(measures at issue)’ 즉 패널 설치 요청 시점에 분쟁 상태에
있는 조치들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이 말은 판정결과는
패널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이 아닌 패널 설치 요청 시점에 존재하
(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조치들에 적용되어 ‘소급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337)

GATT/WTO 패널 보고서나 항소기구 보고서는 특정 분쟁의 당사
국들을 구속하는 사법 결정이다.338) 그러한 결정이 추후의 패널이나
항소기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legal norms)인지 여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러한 결정의 기초가 된 분쟁에
서 관련 당사국을 구속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US – Shrimp (Article 21.5) 사건339)에서 항소기구는 “DSB
에 의해 채택된 항소기구 보고서는 DSU 제17.14조에 규정된 것처럼
‘분쟁 당사국들에 의해 조건 없이 수락된 것’으로 특정 분쟁의 당사
국들로부터 최종적인 결의(resolution)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340) 그렇다면 반드시 권고나 제안의 형태를 동반하
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패널이나 항소기구의 판정결과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유책국에 의해 이행되지 않는다면 DSU 제21.5조의 불
이행 사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판정결과를 이용하여
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그러한 판정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배상 원칙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가
337) Ibid., pp.525-526.
338)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51; Maroidis.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upra note 8, pp.782-783.
339) United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es –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US – Shrimp (Article
21.5)) by Malaysia,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WT/DS56/RW and
WT/DS58/AB/RW) adopted on 21 November 2001).
340) Appellate Body Report on US – Shrimp (Article 21.5), para.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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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대안적 방안 모색
1. WTO 협정 개정에 관한 논의
(1) DSU 개정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반국제법상의 ‘배상’원칙에 의존해
WTO법상의 공백을 보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패널이나 항소기구의 권능이 DSU 제19.1조의 권고 및 제안을 하는
것에 국한된 상황에서 배상 의무를 권고하거나 제안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 국가들 또는 학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DSU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배상 원칙
을 도입한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ARSIWA 제31조의 배상 규정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손
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위법 행위
로 인한 과거의 손해에 대해 모든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DSU에 도입될 배상 원칙은 소급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소급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하겠다.
그 다음은 배상 방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ARSIWA 제
35조 내지 제37조가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이 필요하며 마지막 수단이 만족이 되어
야 한다는 점은 주지할 사실이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만족
이라는 수단은 통상 분쟁에는 적합한 배상 수단이 아니다.341) 따라
서 궁극적으로 WTO체제에 도입되어야 할 배상 수단은 원상회복과
341) 본 논문 제1장 제2절의 만족에 관한 논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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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며 특히 일반국제법상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 금
전보상이 WTO 체제 내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의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342)
1) 소급 시점
패널 또는 항소기구로부터 대상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대
상협정에 합치시키라는 권고 및 판정을 받은 회원국은 즉각적으로
또는 RPT 종료시까지 위반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RPT
내에 권고나 판정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반국은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RPT 종료 전에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보상의 마련을 위해 협
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때 DSU에는 보상 수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보복 수준보다는 낮은 정도에서 결정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RPT 종료일을 기점으로 그 수준을 산정한다
는 점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같은 구조 하에서는 어떠
한 경우에도 위반조치가 시행된 시점부터 위반을 판정하는 보고서
가 채택되는 시점까지, 그리고 만약 RPT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위반
조치의 시행일부터 RPT 종료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
이 제공되지 아니한다.
Pauwelyn은 특히 RPT가 부여되는 경우 RPT 종료일을 기점으로
보상 수준을 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RPT는 사실상
위반조치의 즉각적인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철회’ 조치의 이행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RPT 종료 시점이 아닌 보고서 채택 시점을
보상 수준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343) 따라서
RPT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서 채택 시점을 피해 보상의 기산
342) 이 외에 보상의 의무화 여부, 보상 시 피해 산정 방식 등도 문제가 될 것이나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343) Pauwelyn, “Enforcement and Countermeasures in the WTO”, supra
note 11, p.338 각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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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급 방법은 사실 ARSIWA 제31조의 완전한 배상
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적 구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Pauwelyn
은 여전히 장래적 구제만이 허용된다는 현재의 가정을 받아들인 상
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Brewster가 ‘구제 공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어
떠한가? 그는 패널 설치 시점을 피해 계산을 위한 기산점으로 삼아
야 한다고 본다. Babu 역시 소급 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패널
설치 시점부터 계산하여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344) 그러나
이를 통해 패널 설치 시점부터 보고서 채택일까지의 기간이 길어지
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위법한 조치로 인
한 손해를 완전히 배상해야 한다는 ARSIWA 제31조의 의무를 충족
시키는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위반조치가 시행된 시점
까지 소급하여 보상 수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
이 일반국제법상의 배상 원칙을 WTO 체제에 도입하여 위법한 조
치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구제하겠다는 관습국제법상의 배상 원칙
및 ARSIWA 제31조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345)
2) 금전보상
ARSIWA 제36조 2항에 따르면 보상은 산출된 이익손실을 포함하
여 재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하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즉 제
37조의 만족이 재정적으로 산출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것이라면 제
36조의 보상은 재정적으로 산출 가능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인
것이다.
344) Babu, op cit., p.156.
345) 이상의 세 가지 시점 즉, 보고서 채택일, 패널 설치일, 위반 조치 시행일 모두
소급 가능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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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WTO 체제에서는 재정적으로 산출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
도 주로 무역보상이 행해져 왔다. 즉 의무 불이행국의 관련 산업분
야 또는 다른 산업부문에서 관세 인하 또는 수입 쿼터의 증가와 같
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
이다. 따라서 관세 인상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보복조치와
달리 GATT/WTO 체제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원칙에 부합한다는 평
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무역보상의 문제점 중 하나는 죄 없는 구경꾼(bystander)
에게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346) WTO상의 의무
를 위반한 국가는 권고 및 판정의 이행 시점까지 대개 문제가 된
상품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추가적인 무역 양해를 제공하게
된다.347) 가령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 그와 전
혀 상관없는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때 무고한 자동차 생산업자들이 스스로를 더 심한 경쟁
체제로 몰아넣는 보상 정책에 찬성할 리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보
상 제공 시 WTO 협정상의 다른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MFN) 원칙
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 뿐 아니
라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동일한 관세 양허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 조치가 결과적으로 피해국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주는
조치가 될지 여부는 다른 경쟁 상대들과의 상대적인 경쟁력의 차이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그것이 반드시 보상을 얻어낸 국가에게
이익이 되지는 아니한다.348)
이러한 문제점들은 금전보상의 도입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349) 금
346) Ibid., p.103.
347) Bronckers and Van den Broek, Ibid., pp.103, 107; Babu, op cit.,
p.199-200, 204; Bronckers and Baetens, supra note 9, p.282.
348) Bronckers and Van den Broek, Ibid., p.115; Babu, Ibid., p.200.
349) 실제로 United States –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US –
Copyrights), WT/DS160 사건에서 미국이 제소국인 유럽공동체(EC)에게 3년간
현금으로 보상한 바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DSU에는 보상의 형태나
조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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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상은 의무 불이행국의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위반 조치와
관련 없는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무고한 희생을 강요하지 아니하며
위반 조치로 실제 피해를 입은 국가 및 사적 당사자들에게 최소한
의 배상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구제방안으로 기능하게 된다.350) 특히
경제적 격차가 심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보상에 있어 금전보상
의 도입은 개도국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351) 이 같은 이유로 이미 GATT 체제하에서부터 브라질,
우루과이, 니카라과 등 개도국으로부터 금전보상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일부 선진국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음은
전술한 바 있다. 한편 개도국이 보상의 공여 주체가 되었을 경우 금
전보상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기존의
무역보상 및 보복조치와 병행하도록 하여 유책국에게 선택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52)
그런데 금전보상의 경우에도 무역보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FN
원칙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EC – Poultry 사건
의 항소기구는 GATT 제28조에 따라 부여된 보상으로 인한 새로운
이익이나 양허는 GATT의 비차별 원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353) 또한 O’Connor와 Djordjevic은 GATT/WTO 협상 과정
을 언급하며, DSU 관련 규정 자체나 항소기구의 해석에 따르면 보
상은 금전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354) 반면 Bronckers와 Van den Broek은
WTO 위반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보상
은 MFN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에
350) 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110; Babu, op cit.,
pp.200, 204.
351) Bronckers and Van den Broek, Ibid., p.110.
352) Ibid., p.124.
353) Appellate Body report on EC – Certain Poultry Products,
(WT/DS69/AB/R), 13 July 1998, paras.100-102.
354) O’Connor, Bernard and Djordjevic, Margareta, “Practical Aspects of
Monetary Compensation: The US – Copyrights Cas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05), Vol.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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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아니하며, 게다가 패널 또는 항소기구 단계에서 승소하여
금전보상의 ‘권리’를 얻은 회원국이라면 다른 회원국들과 다른 대우
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355) 한편 Hudec은 GATT 제28조에 따른 양
허 철회와 같이 영구적인 무역 조치들은 MFN 원칙의 적용을 받지
만 GATT 제19조 3항(a)의 비차별적 철회와 같이 일시적인 조치의
경우 차별적 적용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356) Babu는 Hudec의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DSU 제22조에 따라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보상
조치에는 MFN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357) 이러한
논란을 고려하여 DSU 개정 시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문제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보상받은 금액을 재분배하는 문제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나 그 부분은 국가의 재량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
다.358) 국가가 타국의 반덤핑 조치 또는 보조금 조치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유로 WTO 패널 또는 항소 절차를
밟게 된다면 그 순간 해당 소송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 대 국
가로 진행된 분쟁해결절차에서 보상의 권리를 얻어낸 국가가 그것
을 사인에게 재분배하는 문제는 국내법으로 해결해야 할 주권적 문
제라고 생각된다. 현대 국제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WTO 체제에서도 받아들여져야 한
다는 이념적 논의와는 별개로 국제사회는 여전히 국가의 주권이 최
고의 고권으로 여겨지는 사회이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결정으로 보
355) 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119; 다만 원문은 ‘다른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뒤이어 제시되는 근거들 가령 다른 회
원국들은 WTO 위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획득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거나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 것을 볼 때 ‘다른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56) Hudec, Robert E., “Broadening the Scope of Remedie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in Weiss, Frield (ed.), Improving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ssues & Lessons from the Practice of Othe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Cameron May (2000), p.391, note 39.
357) Babu, op cit., p.201.
358) 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p.11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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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의 재분배 문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 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 같은 보상금의 재분배 문제는 비단 통상 분쟁에
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일반국제법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문
제인바 이를 근거로 WTO 체제에 금전보상 도입이 불가하다는 논
리를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보상금의 재분배
문제에 있어 국가들 모두가 사인의 구제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국
내적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들 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이 위법한 행위를 금전으로 해결하려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금전보상의 근본 목적 역시 기
존의 무역보상과 마찬가지로 위반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
다.359)
(2) 정치적 현실
WTO 설립협정 제10조 8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각료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부속서 2의 DSU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의 승인은 컨센서스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개
정은 각료회의의 승인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따라
서 절차상 DSU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에도 DSU의 개정은 WTO 회원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패널이나
항소기구의 결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US – Certain Products
사건의 항소기구도 “DSU를 개정할 권리는 회원국에게만 있으며
DSU의 규칙과 절차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항소기구의 책임
도 패널의 책임도 아니며 오로지 WTO 회원국들의 책임”임을 명시
적으로 밝힌 바 있다.360) 따라서 개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359) Ibid., pp.118-119.
360) Appellate Body Report on US – Certain Products (WT/DS165/AB/R),
para.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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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과정은 정치적 현실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사인에 대한 위법한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의
문제는 특히 소급적 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야이지만 마치 외
교적 보호의 문제와도 같이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사인에 대한 피해가 문제되는 부분이어서 국가들이 정치적 현실에
대한 고려를 쉽게 떨쳐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361) 게다가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관계되는 경우 국가들은 WTO 체제의
통합이나 국가의 체면보다도 국내 이익단체들의 압력에 따르고자
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WTO 체제의 흠결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362) 이러한 이유로 WTO 체제상 배상원칙
을 배제한 적 없으며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실제
배상 판정을 얻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363)
그러나 구제방안은 WTO와 같이 모든 회원국들이 사실상 동등하
지 않은 현실에서 회원국들의 지위를 동등하게 만들어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수단이며 따라서 반드시
효과적이어야 한다.364) 구제방안이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
면 게 중에는 WTO 틀 밖에서 행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일방적 행위를 통해 제도의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365)
다행히 우리는 GATT/WTO 체제가 지금까지 발전되어 오는 과
정에서 수많은 혁신적 개념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아 왔다. 가령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DSU라는 통합적, 강제적, 배타적 분쟁해결
시스템이 WTO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Bronckers와 Broek의 말처럼 변화에 대한 제안에
361) Babu, op cit., p.155.
362) Grané, supra note 7, pp.771-772.
363)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p.226-227; Grané, Ibid.,
pp.771-772; 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p.125-126.
364) Mavroidis,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upra note 8, p.811.
365) Brewster, supra not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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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제나 쇼를 멈추려는 자(showstopper)가 동반하기 마련이다.366)
그러나 이제는 실효적 구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배상
원칙의 도입을 위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그것이
WTO 체제가 한층 더 성숙한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 ICJ 활용 가능성
현 WTO 체제에서 소급적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의 대
안적인 측면으로 ICJ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WTO 체제 내에서 소
급적 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DSU를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면 ICJ를 활용해서 실효적 구제를 모색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
다. 국제법을 하나의 법체계라고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사법
기관의 양적 팽창에 따른 법률체계의 파편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DSB와 같은 조약 기반의 분쟁
해결기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다 보편적인 관할권을 가
진 ICJ에서 해결하는 방안에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ICJ의 관할권
ICJ는 UN의 주요기관들 가운데 하나로(UN헌장 제7조) UN의 주
요 사법기관이며, ICJ 규정은 UN헌장과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동 제92조). 국가만이 ICJ 재판에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데(ICJ규
정 제34조 1항), 모든 UN 회원국이 자동적으로 ICJ 규정의 당사국
이 되고(UN헌장 제93조) 사실상 모든 국가가 UN 회원국이 된 오늘
날의 현실을 감안하면 모든 국가가 ICJ 재판에서의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다만 ICJ 규정 당사국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동의
가 있어야만 관할권이 성립한다. 동의는 분쟁 발생 후 ICJ의 재판에
366) 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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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하기로 합의하여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 compromis)을 체
결하거나 분쟁 발생 이전에 국가 간 조약으로 ICJ에 회부할 것을
미리 규정하는 방식으로 부여된다. 한편 ICJ 규정 제36조 2항의 선
택조항(optional clause) 수락을 통해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
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해 놓을 수도 있다.367)
국제기구는 ICJ 재판에서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으나 법률
문제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요청할 수 있다(ICJ
규정 제65조).368)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과 달리 권고적 의
견제도는 국제기구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의 목적을 가지며, 권고적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구속력은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를 요청한 기구가 ICJ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내부
적으로 합의한다면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369)
(2) 관할권 중복/충돌의 가능성
분쟁해결에서의 관할권의 중복 또는 충돌은 동일한 분쟁 또는 동
일한 분쟁에서의 관련된 측면들이 두 개의 다른 기관 또는 분쟁해
결체계에 제기되는 것을 말한다.370) 관할권 중복은 소위 포럼 쇼핑
367) ICJ 규정 제36조 2항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 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가. 조약의 해석
나. 국제법상의 문제
다.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라.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368) 다만 모든 국제기구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떤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
회에 의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자격이 부여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요청할 수 있다(UN헌장 제96조).
현재 총회와 안보리 외에 경제사회이사회 등 4개의 UN 기관과 15개 전문기구, 1
개의 관련기구(IAEA)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정인섭, op
cit., p.975).
369) 정인섭, Ibid., p.977.
370) Lowe, Vaughan, “Overlapping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Tribu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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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shopping)의 문제를 유발하고 국제법의 파편화를 심화시키
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법의 파편화 문제와 관련한 ILC의 논
의 당시 국제재판소의 위계 수립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스터디 그룹
은 2005년 보고서에서 VCLT를 기초로 파편화의 실질적
(substantive)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뿐 기구적 측
면의 파편화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371) 오늘날
국제 재판소의 증가로 인해 관할권 중복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져 있
지 아니하다.
Lowe에 따르면 관할권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넓은 범위의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관할권
을 가지는 재판소와 그 보다 좁은 특정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
할권을 가지는 재판소 간에 관할권이 충돌하는 경우(유형 1: 일반특별); 넓은 범위의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두 개의 재판소
간에 관할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유형2: 일반-일반); 마지막으로
특정 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두 개의 재판소 사이에 관할권이 충돌
하는 경우(유형3: 특별-특별)가 그것이다.37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ICJ 및 WTO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Lowe의 분류에 따르자면 첫
번째 유형의 관할권 중복/충돌 사례가 될 것이다.
일단 관할권 중복/충돌이 발생하려면 ICJ와 WTO 모두에서 관할
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WTO법 위반에 따른
Australian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1999), Vol.20, p.191; Kwak,
Kyung and Marceau, Gabrielle, “Overlaps and Conflicts of Jurisdiction
betwee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Bartels, Lorand and Ortino, Federico (eds.),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467. 한편 동일한 내용을 담은 문서가 WTO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Conferenc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World Trade Organization (26 April 2002)
Executive
Summary,
p.2,
para.7,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sem_april02_e/marceau.pdf> (2015.1.25.
최종방문)).
371) supra note 6.
372) Lowe, supra note 370, pp.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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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한 소급적 구제의 문제는 ‘국가 간’에 발생한 ‘국제법상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양 당사국 모두 동의하기만 한다면 ICJ의 관할
권 성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상이 문제되는 사
안에서 양국이 합의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양국 간에 조약을 통해 사전에 동의를 하였거나
혹은 양국 모두 ICJ 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을 수락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우라면 ICJ의 관할권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WTO법상의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이므로 WTO의
관할권 역시 성립한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ICJ와 WTO 사이의 관할권 중복 문제는 성립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장벽은 DSU 제23조의 문제
이다. DSU 제23조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대상협정 상의 의무
위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대상협정의 목적 달성에 대한
장애의 시정을 추구하는 경우 DSU의 규칙 및 절차에 호소하고 그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373) 또한 DSU의 규칙 및 절차에 따른 분쟁해
결에 호소하지 아니하고는 위반이 발생하였다거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거나 대상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었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리지 아니한다.374) 다시 말해 일방 WTO 회원국이 타방
WTO 회원국에 대하여 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통상분쟁을 제기
하는 경우 일단 WTO 협정 위반 여부가 관계된다면 그 분쟁은 오
로지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375) WTO 대
373) DSU 제23조 1항.
374) DSU 제23조 2항 (a).
375) 이재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지위”, 法學論叢, 第25
輯 第2號 (2008), p.9. 반면 Garcia-Rubio는 DSU 제23조가 명시적으로 ICJ와
같은 일반국제법상의 사법관할권에 호소할 권리로부터 ‘일탈’을 규정한 것인지의
문제가 여전히 논의를 요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그는 특히 WTO 사법기구가
WTO 협정을 해석함에 있어 환경협약과 같은 다른 협약상의 의무를 고려하지 아
니하는 경우 분쟁을 오히려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ICJ를 활용하게 되면
한쪽에 치우친 판정을 도출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에 대해서까지 DSU 제23조가 ‘명시적인 일탈’을 규정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아
니하다는 것이다(Garcia-Rubio, op cit.,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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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협정에 관계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WTO 체제상의 분쟁해결절차
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전속관할규정376)으로 인해
WTO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WTO 체계 밖에서 해
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시도 자체가 DSU 제23조 위반
으로 WTO 체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설
사 소급적 구제에 관련된 ICJ의 관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
라도 DSU 제23조로 인해 관할권 중복 문제는 발생할 리 없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Marceau와 Kwak은 WTO의 지역무역협정 회의
(Conferenc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에서 다음과 같은 의
견을 피력한 바 있다.
DSU 제23조는 다른 관할권들이 WTO 법 위반에 대해 사법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체적인 조약 규정이다. 그러나
다른 조약에 의해 수립된 재판소가 WTO 조항과 유사한 혹은 중복
되는 사항을 규정한 자신의 조약 규정 하에서 발생한 소에 대해 관
할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DSU 제23조가 금할 수는 없다.377)

이 같은 이유로 이들은 WTO와 다른 지역무역협정이 유사한 의무
를 규율하는 한 각각의 분쟁해결기제가 모두 활용될 수 있다고 한
다.378)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ICJ에 소가 제기되어 ICJ의 관할권
이 성립하는 경우 DSU 제23조를 근거로 ICJ의 관할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관할권 중복/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
376) 전속관할규정이란 일정한 부류의 분쟁을 오로지 특정 국제법원의 전속적(專屬
的) 관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말하며, DSU 제23조가 그 예이다(朴賢
錫. “國際法院 相互間의 消極的 管轄權 衝突”, 國際法學會論叢 제51권 제3호
(2006), p.49; 朴賢錫. “國際司法法院(ICJ) 判決의 旣判力”, 法曹 제56권 제8호
(2007), p.223).
377) Kwak and Marceau, supra note 370, p.476.
378) Kwak and Marceau, Ibid., p.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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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와 WTO 모두에서 관할권이 성립하는 경우 소가 진행되는 방
식으로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WTO와
ICJ에서 동시에 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피제소국은
재판소의 관할권 없음이나 사건의 부탁가능성(admissibility)이 없음
을 이유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ICJ 제36조
6항에 따라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재판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모든 국제재판소는 되도록 자신의 관할권 성립을
긍정하려는 경향이 있다.379)
이 때 WTO 패널 또는 항소기구와 ICJ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
우 관할권 중복/충돌에 따른 파편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런 경우라면 WTO 체제 스스로의 ‘예양 원칙(principle of
comity)’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예양이란 관할권 중복
문제 발생 시 국내 법체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법 제한의 원칙으
로 다른 재판소에서 좀 더 적절한 구제가 가능한 경우 재판소 스스
로 관할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380) 예양은 재판
소에 의무를 부과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재판소 간의 협력을 증진
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81)
사실 Mexico – Soft Drinks 사건에서 WTO가 NAFTA와의 관
계에서 관할권 행사를 자제해야할 것인지가 문제된 바 있었다. 그런
데 패널 및 항소기구 모두 관할권 행사를 거절하는 것은 패널과 항
소기구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DSU 제3.2조 및 제19.2조에 반하
여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382) 이를 통해 볼 때 비록 소급적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79) 정인섭, op cit., p.966.
380) Henckels, supra note 276, p.584.
381) Slaughter, Anne-Marie, “A Global Community of Court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2003), Vol.44, No.1, p.205.
382) Panel report on Mexico – Tax Measures on Soft Drinks and Other
Beverages (Mexico - Soft Drinks) (WT/DS308/R), paras.7.4-7.9; Appellate
Body report on Mexico – Tax Measures on Soft Drinks and Other
Beverages (Mexico - Soft Drinks) (WT/DS308/AB/R), paras.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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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WTO 스스로 관할권 거절이라는 예양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
다. 그러나 Mexico – Soft Drinks 사건 판정에 대해 다른 재판소
에서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 WTO의 관할권 포기가 부적절한 것이
될지 모르나 다른 재판소에서 구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회원국의 권
리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라며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한다.383)
자신이 제공하지 못하는 소급적 구제를 다른 재판소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WTO 회원국의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은 관할
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거절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판소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ICJ 전임 재판관
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384)
현실적으로 국제 재판소의 전문화 심화 현상은 국제적 시각(global
perspective)이라는 통찰력을 상실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다. 물론 국제법은 국내법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다루고 있
는 분야에 적응해야 한다. 국제법은 또한 지역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통일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행위자들에게 안정적인
기틀을 제공해야 한다. 재판소의 확대는 무정부 상태가 아닌 풍요의
원천이어야 한다.385)

WTO 대상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보전이라는 측면에 더하여 회원국
들에 대한 실효적 구제 제공을 위해 국제법이라는 큰 틀에서의 접
383) Henckels, supra note 276, p.579.
384) Judge Stephen M. Schwevel, President of the ICJ, Address to the
Plenary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26 October
1999,
ICJ
홈페이지
<http://www.icj-cij.org/court/index.php?pr=87&pt=3&p1=1&p2=3&p3=1&PHPSESSID=>
(2015.1.25. 최종방문); Judge Guillaume, Gilbert, “The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The Outlook for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Statements by the President, 27 October 2000, ICJ 홈페이지
<http://www.icj-cij.org/court/index.php?pr=85&pt=3&p1=1&p2=3&p3=1>
(2015.1.25. 최종 방문).
385) Guillaume, Gilbert, “Advantages and Risks of Proliferation: A Blueprint
for A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2004), Vol.2,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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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 경우는 WTO와 ICJ를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특
히 WTO 체제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완료한 후 소급적 구제의 실패
를 이유로 다시 ICJ에 소를 제기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386) 이 경우
유책국의 행위가 WTO 협정 위반이기는 하나 소급적 구제는 불가
하다는 WTO 패널 또는 항소기구의 결론에 ICJ가 구속을 받는지
기판력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WTO 분쟁해결
절차는 엄밀히 말해 소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판력의 문제가 대
두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387)
(3)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하나의 사실 관계로 인해 WTO 협정 뿐 아니라 환경협약이나 인
권협약 등 다른 조약의 위반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어떠한가?
그런 경우라면 소급적 구제의 목표 달성은 훨씬 용이해진다. 통상
문제에 관계되는 사항은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고 통상
이외의 다른 문제에 관계되는 사항은 ICJ 등을 통해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다양한 측면에 관련되어 있는 분쟁의 경우 각각의
사안에 대해 관련되는 재판소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은 포럼 쇼핑의 장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388)
실례로 온두라스와 콜롬비아의 해양 경계획정협정에 대항하여 니
386) 생각건대 WTO 협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소급적 구제를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ICJ에 소를 제기한 후 차후에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
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선결적 항
변에 대한 각하 여부 및 본안에서의 청구 기각 또는 인용 여부에 따라 후소 법원
인 WTO의 결정이 달라질 것인지의 기판력 논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WTO 협정 회원국으로서는 협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DSU 제23조를 고려할 것인바 이러한 논의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된다.
387) 朴賢錫, supra note 376, p.219.
388) Pauwelyn, Joost and Salles, Luiz Eduardo, “Forum Shopping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Real) Concerns, (Im)Possible Solution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2009), Vol.42,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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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과가 온두라스 및 콜롬비아로부터의 모든 수입품 및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콜롬
비아는 이러한 니카라과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협의를 요청하였다.389) 그러나 니카라과는
양국 간의 해양경계협정이 니카라과의 주권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
였고 그러한 행위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며 GATT 제21
조의 안보상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이에 온두라스는 해양경계의 문
제는 WTO의 관할 사항이 아니며 ICJ와 같이 관할권 있는 법정
(competent forum)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390)
또한 스페인의 황새치(swordfish) 조업으로 인한 스페인과 칠레의
분쟁에서 칠레는 황새치 어획을 규제하지 않은 스페인의 조치가
UN해양법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 협약상의 중재절차를 개시하
였고, 스페인은 자국 어선이 어획한 황새치의 하역을 금지한 칠레의
조치가 1994년 GATT 위반이라는 이유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각
각 개시한 바 있다.391)
이렇듯 여러 가지 사안이 관계된 경우라면 하나의 사실 문제에
관한 것이라도 관할권 중복은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이렇게 소송물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소급적 구제의 결과를 얻게 된
다면 소급적 구제라는 결과적 측면에 의미를 둘 수는 있겠지만
WTO 체제상의 소급적 구제 부재에 대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
은 되지 않는다.
389) Minutes of Meeting Held in the Centre William Rappard on 7 April
2000, WT/DSB/M/78, paras.49-51.
390) Ibid., paras.55, 61.
391) UN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소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Exploitation of Swordfish Stocks in the
South-Eastern Pacific Ocean (Chile/European Community), Constitution
of Chamber, Order of 20 December 2000; WTO의 분쟁해결기구의 패널 설치
에 대해서는 Chile-Measures Affecting the Transit and Importation of
Swordfish
(DS193)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93_e.htm> 참조
(2015.1.25.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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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J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
앞서 총회와 안보리, 경제사회이사회 등 4개의 UN 기관과 15개
전문기구, 1개의 관련기구(IAEA)가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자
격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392) 그런데 UN의 기관이 아
니더라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393)
국제연맹(LN) 당시 위원회가 다른 국제기구들을 대표하여 재판소의
의견을 묻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에 관한 규정은 LN 협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사법기구를 대신하
여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총회에 열려있다. 아마도 총회가
이러한 방법을 다른 사법기구들에게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394)

Abi-Saab 또한 사법기구의 파편화 문제와 관련하여 ICJ의 권고적
의견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395)
향후 환경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이나 국제법상의 다른 실체적 규
칙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 ICJ와 WTO 항소기구의 견해 차이로 문
제가 발생할 소지는 다분하다.396)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제법이라는 법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ICJ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한 가지
방법이 세분화된 국제재판소들의 전문 영역이 아닌 일반국제법상의
이슈에 대해 ICJ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397)
WTO 체제는 일반국제법과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
해야 한다. Jackson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들이 WTO 체제 내의 일
392) 각주 368.
393) Guillaume, Gilbert, supra notes 384, 385.
394) Guillaume, Gilbert, supra note 384.
395) Abi-Saab, Georges, “Fragmentation or Unification: Some Concluding
Remarks”,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tics
(1999), Vol.31, No.4, pp.927-928.
396) Dupuy, supra note 234, p.798.
397) Ibid., p.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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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사건들에서 사용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일반국제법이 WTO 항
소기구의 작업에 동력을 제공하는 우산 역할(motivating umbrella)
을 한다고 주장한다.398)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WTO 체제의 소급
적 구제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고 그
에 따른 결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재판소 스스로
가 국제공법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 원칙들을 존중하고 공동의 법철
학을 공유하기 위한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이 재판소의 확대에 따
른 사법체계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국제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
법이 될 것이다.399)

398) Jackson, John H., “Fragmentation or Unification amo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New York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1999), Vol.31, No.4, p.829.
399) Dupuy, supra note 234, p.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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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논문은 WTO 체제상 배상원칙의 구현방안이라는 문제의 해답
을 모색하기 위해 GATT/WTO 체제상 구제방안의 현황, WTO 체
제 내 소급적 구제원칙의 도입 필요성, 마지막으로 배상원칙의 구현
방안이라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회의 법을 의미하
며 국가들의 통상 관계를 규율하는 WTO 체제 역시 국제법의 일부
를 구성한다는 점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하
나의 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조약 체제들에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
어야 할 것이라는 관념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국가들에게는
강행규범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합의로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
지는 조약을 체결할 자유가 인정되며,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체제
에서는 독자적인 법 규칙이 적용되기 마련이다. 국가책임 영역의 경
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ARSIWA 제55조는 특별법이라는 이름하에
ARSIWA의 책임 원칙이 적용 배제되는 특별한 체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 이로써 WTO 체제 내에서도 ARSIWA와 다
른 독자적인 구제방안의 수립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WTO 체제가 ARSIWA 상의 구제방안을 모
두 배제하는 독자적인 체제를 수립하였는지 여부이다. ARSIWA 제
55조에 관한 주석에는 특별한 조약 체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결과
에 따라야 하는 예로서 DSU가 제시되어 있지만, DSU를 비롯한
WTO의 대상협정 어디에도 ‘오직 DSU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결과
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WTO 체제 내의 구
제방안에 관한 DSU 제3.7조에는 ARSIWA 제30조 (a)의 ‘중지’에
상응하는 위반조치의 ‘철회’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국제법
상 허용되는 다른 구제조치들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WTO 대상협정은 일반국제법상의 구제방안과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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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구제방안의 관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한 ILC 스터디 그룹의 논의 결과를
살펴보면 오늘날 존재하는 그 어떤 조약 체제도 일반국제법의 적용
이 일반적으로 배제된다는 의미의 자기완비적 체제는 아니며400) 외
부와 단절된 채 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401) 오히려 자기완비적 체
제가 어떤 문제에 관한 일반국제법으로부터의 일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일탈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일반국제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한다.402) 전술한 바처럼 WTO
체제는 일반국제법상의 구제방안으로부터 명시적인 일탈을 규정하
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WTO 체제의 침묵을 일탈에 대한 추정
요소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WTO 대상협정이 침묵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WTO 사법기구의
해석 태도는 사실상 일관적이지 아니하다. 협정에 명시적으로 드러
나지 않은 사실이 때로는 조약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일탈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403) 다만 주로
절차적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관습국제법
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해 WTO 협정의 침묵을 보충할 수 있다
고 여겨질 뿐이다.404)
이와 관련 본 논문에서는 WTO 체제 역시 조약 기반으로 성립된
일반국제법의 일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제법
을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로 볼 것인지 혹은 분절된 법체계들의 조
합이라고 볼 것인지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임
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국제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이는 자
기완비적 체제라도 그러한 독자적인 체제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서는 일반국제법 규칙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가령 새로운 조
400)
401)
402)
403)
404)

ILC, Study Group Report, supra note 17, p.91.
Ibid., p.64, para.120.
Ibid., p.82.
본 논문 제3장 제3절 ‘WTO의 침묵에 대한 해석 방식’ 참조.
Van Damme, op cit., pp.21, 127, 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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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체제의 성립이나 종료, 다른 조약 체제와의 관계 등의 논의는 소
위 조약법이라는 규칙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다. 체제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통일된 시각의 정립이
필요하다. 국제교류가 증가하고 국제법의 대상범위가 확장되는 오늘
날 국제법의 제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규율하기 위한 조약 체제
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체계의 특수성 및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법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Simma와 Pulkowski가 강조하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통합”이
아니겠는가? 국제법의 파편화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각 조약 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특별
체제의 운용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법 규칙들에 대해서는 통일이라
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구제방안에 관하여 WTO 체제가 침묵하
고 있는 부분을 체제의 일탈이 아닌 결락이라고 해석한다면 일반국
제법과 자기완비적 체제의 관계로부터 ARSIWA의 소급적 구제 원
칙이 WTO 체제를 보충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소급적 구제
의 부재로 인해 실효적 구제가 불가능한 현실이나 정치적 기구였던
GATT 체제와 달리 법의 지배 체제를 확립한 WTO 체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급적 구제를 구현하는 것은 필요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WTO 체제 내에서 소급적 구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은 무엇인가? 과연 현 WTO 체제 내에서 WTO 패널이나 항소기구
가 배상 판정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우선 DSU
제19.1조에 규정된 ‘위반조치를 대상조치에 합치시키도록 하는’ 권고
이외에 다른 의미의 권고 즉 배상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이 불확실하다. 권고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을 활용하여 권고의
이행 방법으로 배상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인지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무엇보다 패널이나 항소기구의 소극적 자세가 걸림돌이다.
마지막으로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배상원칙의 필요성에 대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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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findings)를 내놓음으로써 이행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패널이나 항소기구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결국 현 WTO 체제 내에서도 권
고나 제안, 판정결과의 활용을 통해 배상원칙을 구현해 내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패널이나 항소기구의 소극적인
태도가 현실성을 약화시킨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현 WTO 체제를 벗어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즉,
DSU의 개정 또는 ICJ 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DSU 개정
의 문제는 DDA 협상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405) ICJ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할권 중복 또는 충돌 문제의 발생 여부가 관
건이다. 그런데 전속관할규정이라 할 수 있는 DSU 제23조의 문언
상 WTO 의무 위반으로 인한 문제는 WTO 체제 내의 분쟁해결 기
제를 활용하여야 하는 바 법리적으로는 관할권 충돌의 발생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ICJ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ICJ의 관할권 성립에 문제가 없으며, WTO로서도 이를 막을 수 없
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관할권 충돌의 발생 가능성
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경우 첫째, WTO와 ICJ에서 동시에 소를
진행하는 경우와 둘째, WTO와 ICJ를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특
히 WTO 체제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완료한 후 소급적 구제의 실패
를 이유로 다시 ICJ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전자
의 경우 WTO의 사법기구와 ICJ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 관할
권 중복에 따른 파편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WTO 체제 스스
로 예양 원칙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WTO 스
스로 관할권 행사를 거절하는 것이 패널과 항소기구의 의무를 저버
리는 것이며 DSU 제3.2조 및 제19.2조에 반하여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WTO 스스로
가 제공하지 못하는 소급적 구제를 다른 재판소를 통해 실현할 수
405)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da_e/dohasubjects_e.htm> 참조
(2015.1.26.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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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진정으로 WTO 회원국의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은 관할권의
행사라기보다는 관할권 거절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WTO
와 ICJ를 순차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후자의 경우에는 기판력의 문
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하나의 사실 관계로 인해 WTO 협정 및 환경협약과 같은
다른 조약의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소송물을 달리하여
WTO와 ICJ 각각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적 구제라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좀 더 용이할 것이나 WTO 체제상 소급적 구제
가 부재한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 한계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구제방안의 문제와 같이 WTO의 전문 영역이라
기보다는 일반국제법의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ICJ에 권고
적 의견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할 것이다.
소급적 구제는 실효적 구제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게다가 WTO
체제 역시 국제법의 한 분파이다. 국제법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는
학자의 규범철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관념의 문제이기는 하나
특별한 체제를 수립하는 조약의 운용에 관한 법 규칙을 통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체제 및 국제법 전체의 안정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설시한 바 있다. 이는 국제 재판소의 파
편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재판소 스스로가 국제
공법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 원칙들을 존중하고 공동의 법철학을 공
유하기 위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재판소의 확대에 따른 사법
체계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국제법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된
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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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Facilitate Reparation
in the WTO Legal System
Lee Dong Eun
School of Law,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is the law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ch
mainly reg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mong others,
international economic law regulates actions of international legal
subjects which are related to the world economy. The WTO
legal system is a legal regime which governs trades between
states and is considered to be a branch of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international economic law. Considering that the WTO
legal system is a part of international law, general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should have the same roles in the
WTO system. However, the principle that the breach of an
engagement involves an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in an
adequate form, has not been the case in the WTO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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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with the economic reality in which economic damages do
exist, the lack of the idea of ‘retrospective remedies’ raises
doubts on the availability of effective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eemingly, an awareness that the WTO regime is a
self-contained regime influences on the application of the
different rules from the general principles. At this juncture, it is
crucial to figure out what a self-contained regime is. Is the
so-called self-contained regime a special regime that rules out all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a self-contained regime drawn
out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none of the
treaty-regimes in existence today is self-contained in the sense
that the application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would be
generally excluded. On the contrary, the rationale of
self-contained regime is the same as that of lex specialis, and
the rules of general law supplement the special regime to the
extent that no special derogation is provided or can be inferred
from the instrument constituting the regime.
Even with this clear conclusion, there still remains a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a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special regime,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cope where either special
law or general law applies. In particular, if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which indicates derogation or no such intention is
inferred from the regime-creating treaty, it is even more
problematic to deal with. Facilitating retrospective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an issue of interpretation
of silence in the WTO covered treaties which are silent on the
application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on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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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hould be taken note of that a special regime like WTO
legal system is a treaty-based legal regime. Even a special
regime, seemingly emancipated from general international law,
cannot stand by itself without relying on rul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ensure its operation. Discussion on
the creation or termination of a new regime or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treaty-regimes cannot deviate from the
general rules on treaties. So does discussion on the consequences
of international wrongful acts. This is why the perspective on
the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s necessary. Such view is
crucial as well even with regard to the issue of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which is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ewly created regimes and judicial
bodies customized for thereby occurred disputes.
In this respect, Chapter 2 considers WTO remedies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DSU and ARSIWA. By
examining representative panel or appellate body findings, it will
be confirmed that there are no provisions and practices on
reparation in the WTO regime.
Concerning the necessity to facilitate retrospective remedies in
the WTO system, Chapter 3 not only delves into whether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gime changed when GATT became
WTO, but also the meaning of effective remedies. Most
importantly, by analyzing the meaning of a self-contained regime
and its relationship with general international law, the
justifiability of retrospective remedies in the WTO system will be
sought.
Chapter 4 firstly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facilitating
retrospective remedies in the current WTO system,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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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ly, moves onto the discussion on the DSU reform and
the use of ICJ. Finally, Chapter 5 wraps up the entire discussions
presented.

Keywords: WTO remedies, retrospective remedies, self-contained
regime, interpretation of silence, fragmentation,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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