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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 vs. India - Patents (EC) 사건

(DS79, 1998. 9. 22. - 패널)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미국이 인도의 특허 보호 제도에 대해 시비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EC가 별도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문제가 된 조치 및 쟁점 사항, 당사자 주

장은 미국이 제소한 사건과 동일하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TRIPs 협정 70조8항 위반 여부

EC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도가 mailbox 특허 신청 접수 제도를 구비하지 못

하였으므로 TRIPs 협정 70조8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India-Patents(US)

사건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을 따랐으며 동 조항은 의약 및 농화학품에 관한 특

허 보호에 있어 유예 기간을 주장하는 개도국으로 하여금 그 대신 mailbox 특허

신청 접수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인도는 동 조항을 위반

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2) TRIPs 협정 70조9항 위반 여부

EC는 인도는 70조9항에 의거, 1995년 1월 1일(WTO 협정 발효일)부터는 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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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조

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 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데 대

해서는 분쟁 당사자간 이견이 없고 인도가 이전 사건에서 제기한 주장 외의 새로

운 사실이나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인도는 이전 사건의 보고서

가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고 기각하고 인도는 TRIPs 협정 70조9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은 India-Patents (US)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심리한 것이다. 동

일한 조치에 대해 복수의 국가가 제소할 경우 단일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

다(DSU 9조1항1)). 단일 패널은 그러나 별도의 패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분쟁

당사국이 향유했을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분쟁 당사국

이 요청할 시에는 패널 보고서를 따로 따로 제출해야 한다(DSU 9조2항2)). 동일

한 사안에 복수의 제소 내용이 관련되어 복수의 패널이 구성되는 경우라도 가능

한 최대한도로 동일 인물을 패널 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DSU 9조3항3)). 이번

사건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India-Patents(US) 사건 패널 위원 3인중 위원장을 제

외한 2명이 패널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India-Patents (US) 사건과는 독립된 사건이나 분쟁 대상

이 된 조치가 동일하였으므로 India-Patents (US) 사건의 판정이 선례로서 구속력

을 갖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패널은 선례 구속의 원칙이 WTO협정이나 기타 관

1) 9.1. 2개 이상의 회원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회원국의 권리를 고려하여 단일 패널을 설치할 수 있

다. 이러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나 단일 패널이 설치되어

야 한다.

2) 9.2. 단일 패널은 별도의 패널이 설치되어 제소내용을 조사하였을 경우에 분쟁 당사국이 향유하

였을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사 작업을 체계화하고 조사 결과를 분쟁 해결 기구에 제시

한다. 일방 분쟁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관련 분쟁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제소국은 다른 제소국의 서면입장을 입수할 수 있으며, 각 제소국은 다른 제소국이 패널에

자기나라의 입장을 제시하는 때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3) 9.3.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패널이 구성되는 경

우,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동일한 패널 위원이 각각의 패널에서 패널 위원이 되며 이러한 분쟁

에서의 패널 과정을 위한 일정은 조화된다.



418 제5장 TRIPs협정 관련 사건

련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므로 패널이 India-Patents(US) 사건 판정

에 구속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나 사실 판정의 내용은 이전 사건

의 내용을 거의 답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