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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소기구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논란에 우

려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저지하면서 본격적으로 현 분쟁해결제도의 불만

을 표출하였다.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WTO의 상소기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에 WTO회원국들은 상소기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였고, 그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제도이다. 중재제도는 유

연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여겨지는 만큼 WTO상소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이지만, 그 효용성과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실제 상소절차를 대신하는 역할로써의 활용빈도가 높지

는 않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기존의 상소심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DSU 제25조상의 국제중재제도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WTO체제상의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제3장의 일반적인 국

제중재제도 개관을 통해 제4장에서는 WTO상의 상소절차와 국제중재절차를 개괄적으로 비교해보고 중재절

차를 통한 상소절차 구현의 실현 가능성, 한계와 추가논의 사항들에 대해 조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기타 

중재절차를 통한 WTO상소기구 대체방안 사례들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DSU 제25

조에 의한 상소절차 구현에 요구되는 정책적·실무적 사안들을 정리하여 제언한다.

주제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 상소기구, 중재제도, DSU 제25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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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Ⅰ. 서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

tion, 이하 “WTO”)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기능이 2019

년 12월 11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정지되었

다. 이는 미국이 상소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신규 상소기구 위원의 선임

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는 

그 동안 상소기구의 판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WTO 분쟁해결제도

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WTO 재건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였

으나 예상과는 달리 상소기구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

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국들은 상소기구의 기

능 정지가 현실화되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은 WTO 분쟁해

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 제

25조에 따른 중재(arbitration)제도를 활용

하는 것이다. 중재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분쟁

해결의 원칙적인 수단인 소송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면, DSU상의 중재제도는 사용빈도가 

적었다는 이유로 또는 결정적으로 재심의 기

회가 없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았던 것이 사

실이다.1 하지만 상소기구가 사실상 마비된 

지금 WTO규범에 상응하는 분쟁해결과 상호

합의를 통해, 보다 유연성 있는 분쟁해결이 가

능한 DSU상의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적

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는 기존의 상소심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DSU 제25조

1 손태우, “WTO 분쟁해결양해각서(DSU)상의 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69권(2006), pp.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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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국제중재제도 활용방안을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WTO체제상의 분쟁

해결제도의 제도적 특징을 개관(제II장)하고, 

일반적인 국제중재제도 개관(제III장)을 통해 

WTO상의 상소절차와 국제중재절차를 비교

해 본다(제IV장). 이를 바탕으로, 과연 중재

절차를 통한 WTO상소기구 절차의 구현 가

능성과 그 한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

항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 마지막으로, DSU 제25조를 원용하여 상

소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실

무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제V장).

Ⅱ. WTO 분쟁해결제도

1. DSU 제25조상의 중재 

DSU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WTO 당사

국은 상호 간에 명백히 규정된 논점들과 관

련된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분쟁해결의 

대체적 수단으로서 중재를 활용할 수 있다.2 

다만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다는 중재합의를 거쳐야 하며, 중재인

의 중재판정을 기속력 있는 최종판정으로 받

아들여야 하고, 무엇보다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 합의사항은 중재절차가 실제로 개시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되어야 한다.3

DSU 제25조는 구체적인 중재절차를 규정

하고 있지 않고 당사국들에게 일임되어 있지

만,4 WTO체제에 부합하는 중재절차는 갖추

고 있어야 한다. 먼저, 상기와 같이 모든 

WTO회원국에게 중재합의를 사전에 알려야 

하는데,5 이는 제3국이 중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관련당사국이 아닌 

제3국으로 참여할 경우 관련당사국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6 또한 중재판정은 분쟁해결

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 및 관련 협정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통보되며 회원국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

도 제기할 수 있다.7 

제25조 규정에 의한 첫 중재사건으로 과

거 미국과 유럽 간에 벌어진 제25조에 따른 

중재인 US – Section 110(5) Copyright 

Act (Article 25) 사건에서 중재인들이 “제

25조의 적용이 WTO 시스템을 관장하는 규

칙과 원칙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중

재인들의 책임이다”라는8 취지를 분명히 한 

것처럼, WTO 규범에 부합하는 중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DSU 제25조를 원용하여 상소심을 진행하

기 위해서는, WTO 분쟁 해결절차의 특성과 

일반적인 중재절차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

2 Annex 2,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25.1.

3 Ibid., Article 25.2.

4 이처럼 명확한 중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SU상의 중재가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중재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DSU 상의 중재가 국가를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로 하는 국제중재라는 성격에서 ICSID 중재규칙, PCA 중재규칙, 
UNCITRAL 중재 규칙 및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중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기종, “WTO 
분쟁양해각서(DSU)상의 중재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8집(1999), p.582.

5 DSU, Article 25.2.

6 Ibid., Article 25.3.

7 Ibid.

8 WT/DS160/ARB25/1, Award of the Arbitrators, US – Section 110(5) Copyright Act (Article 25), para.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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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이들 

각 절차를 개관한다.

2. WTO 상소절차의 일반적 형태 - 패널 

및 상소기구

WTO 분쟁해결절차는 먼저 제소국이 상

대국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개시된다. 피소국

이 협의개시를 거부할 경우, 혹은 협의 요청 

후 60일 내 양당사국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9 패널

의 검토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

운데 6개월 이내에, 긴급사안은 3개월 내지 

최대 9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10 이후, 

패널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관련국은 권고를 

이행하거나 혹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11 

일반적으로 상소 절차는 (1) 상소절차 개

시(상소의사 통보 및 상소장 제출) → (2) 상

소기구 위원 선정 → (3) 일정 작성 및 통보 

→ (4) 상소국 서면 입장 송달 → (5) 피상소

국 및 제3국 서면 입장 송달 → (6) 구두 심

리 → (7) 상소 보고서 제출 → (8) DSB 상

소보고서 채택 → (9) DSB 권고 및 결정에 

대한 패소국의 이행 계획 보고와 같이 이루

어진다.12 

상소절차는 DSU 제16.4조 규정에 의거하

여 DSB에의 서면통보와 상소기구 사무국에 

상소하는 패널보고서 제목, 분쟁당사국 연락

처, 상소 내용에 관한 요약 등을 기술한 상

소장을13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14 상소기

구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7인의 상소기구 위

원 중 무작위 추출(random selection)에 

의해 국적 상관없이 3인의 위원들로 구성된

다.15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를 고려하는 

국가는 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예정되

어 있는 DSB 회의 전 상기와 같은 상소개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16 상소 개시에 따라, 

해당 위원들은 DSB 의장 및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문서 제출시한, 구두심리 

날짜 등을 정한 일정(working schedule)을 

작성하고 이후 관련국에 통보된다.17 피상소

국과 제3국의 경우 상소장 제출 후 각 18

일,18 21일19 이내에 서면입장을 같은 방식

9 DSU, Article 4.7.

10 Ibid., Article 12.8-12.9.

11 상소권을 가진 분쟁당사국들은 패널보고서의 최종판정이 불리하게 적용된 국가를 포함해 승소한 국가 또한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로 최종 판결에 관계없이 패널의 법논리나 조문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cross-appeal”이 최근 잦아지고 있다. 안덕근,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상소절차”, 「통상법률」제31권(2000), p.14.

12 WT/AB/WP/6,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nnex I Timetable for Appeals 참조.

13 Ibid., Article 20. 상소장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상소하고자 하는 패널 보고서의 제목, (2) 상소장을 제출하는 
분쟁 당사자의 이름, (3) 분쟁 당사자의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4) 다음을 포함한 상소심 성격에 대한 간략한 진술: (i) 패널 
보고서에 포함된 법률문제 및 법적 해석에서 발생한 오류의 확인, (ii) 패널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협정의 법적 조항 목록, (iii) 상소국이 이의 신청 맥락에서 주장하는 패널 보고서의 오류를 포함한 명시적 목록.

14 DSU, Article 16.4.

15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6. 패널절차에서는 국가 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분쟁당사국 
위원은 패널에서 제외되지만, 상소기구는 위원들의 국적에 상관없이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SU 17.3조는 
상소기구 위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해의 상충이 있는 분쟁의 검토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DSU, Article 17.5.

17 Ibid., Article 17.9.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6.

18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2.1.

19 Ibid., Article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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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소절차

의 구두심리는 상소장 제출 30일 내지 45일 

내에 개시된다.20 한편, 상소절차 진행 중 그 

어느 시점에서도 상소국들은 상호 협의 후 

상소기구에 통보함으로써 상소를 철회할 수 

있다.21 무엇보다 상소기구는 WTO 분쟁해

결제도의 최종심의 기관으로서 패널의 법적 

평결과 결론을 지지, 수정 또는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제도적 특징이다.22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DSB 회의에서 관련 회원국은 

DSB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자기나

라 입장을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권고 및 

판정의 즉각적인 준수가 실현 불가능할 경우

에는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받기

도 한다.23 DSB에 의한 감독은 6개월 이후

로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연장도 가

능하다.24 DSU 제21.3조(b)에서는 DSB가 

패널이나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한 후로부

터 45일 이내에 판정 이행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에 의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25 

3. 일반적인 국제중재 절차26

일반적으로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중재인(arbitrator)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로, 법원에서의 

소송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중

재는 적용되는 각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

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단일화된 중재규칙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중재

제도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일반적으로 중재는 중재신청서를 정

해진 중재기관을 통하거나 직접 피신청인에

게 송달하면서 개시된다. 이후, 중재인 선정 

절차가 이루어지며 당사자들은 중재인을 직

접 선정할 수 있다. 대부분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지만, 중재

인 수 및 중재판정부 구성방법은 중재규칙에 

따라 상이하고 당사자들의 합의가 가장 최우

선시 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당사자들

의 합의 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주장

서면 제출일정, 문서제출절차(document pro-

duction) 진행일정 및 심리기일(hearing) 일

정 등의 일정표(timetable)를 마련하여 대부

분 이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위해 중재판정부

는 중재사건의 여러 진행절차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을 정하는 절차명령(procedural or-

der)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국제중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문서

제출절차(document production)가 빈번

20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7.1.

21 Ibid., p.16.

22 DSU, Article 17.6, 17.13.

23 Ibid., Article 17.14, 21.3.

24 Ibid., Article 21.4.

25 Ibid,. Article 21.3. 일반적으로 DSU상 중재는 이행단계에서 패소국은 자신의 이행불복에 대한 제소국의 보복이 DSU상의 적절한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중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손태우, 전게 논문, p.8. 

26 이하 3절은 김갑유·임수현·김홍중·김준우 외, 「중재실무강의」(박영사, 2012)를 참조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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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특정 증거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

하는 절차를 말한다. 문서를 요청받은 상대

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청을 거절하

는 경우, 문서를 요청한 당사자는 중재판정

부에게 해당 문서의 제출을 강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국제중재의 경우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정

한 일정표와 절차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장서면의 제출

방식에 관해서는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해지지만, 심리기일 전 

쌍방은 대체로 각 2차례씩 주장서면을 제출

하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된다. 

또한, 국제중재의 경우 집중심리주의 방식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게는 1-2주 길게는 

3-4주 정도 기간의 심리기일(hearing)27 동

안 모두 진술(opening statement)과 함께 

모든 증인들에 대한 순차적인 반대신문이 이

루어진다.28 특히, 특정 전문 분야의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전문가 증인을 

각각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당수의 중재사건에

서는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

고, 전문가의 보고서와 증언이 사실관계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서나 증언 못지않게 사건

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중재에서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전문가를 확보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리기일 후에는 심리기일 중에 제시된 다

양한 증거 및 전체적인 주장 내용을 다시 정

리하는 형태의 심리 후 주장서면(post- 

hearing brief)을 제출한다. 심리 후 주장서

면의 제출 여부와 횟수는 대체로 심리기일 

마지막 단계에서 중재판정부가 양측 당사자

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양 분쟁당사자가 동시에 주장서면을 제출하

며, 최근에는 심리 후 주장서면에 대해서 반

박할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여 2회에 걸쳐 동

시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중재의 경우는 

별도의 판정선고 절차 없이 곧바로 판정문

(award)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무엇보

다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불복하더라도 다시 본안에 대한 판단

을 받을 길이 없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중재는 당사자가 중립

적인 중재판정부를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규

칙에 따라 입증 및 서면·구두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가 대체로 비공개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중재 절차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

로 각광 받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상사분쟁

에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패소 당사자

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법원에 

중재판정 집행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

송에 비해 집행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27 실무상으로는 심리기일의 진행 개요, 신문할 증인 확정, 증인신문 순서와 시간 배정,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 방식, 증인 신문시 
다른 증인이나 전문가 증인의 참석 허용 여부, 통역사의 대동 방식 등의 절차적인 이슈들에 관해 대리인들간 사전 합의를 하여 
중재판정부의 최종 승인 및 결정을 받는 심리기일 전 회의(pre-hearing conference)를 개최하고, 동 회의에서 결정된 절차적 
방안을 토대로 심리기일을 진행한다. 상게서, p. 23.

28 이 때, 쌍방의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같은 쟁점이나 같은 서증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중재판정부는 증언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및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 상게서,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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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재절차를 통한 WTO 
상소절차 구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상소절차와 

일반적인 국제중재절차는 분쟁의 심리단계

에서 상당히 유사한 절차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를 통해 상소심에 상응하는 

절차를 구현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재제도는 당사자간

의 합의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는 만큼, 구

체적으로 어떻게 동 제도를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분쟁 당사자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래에서는 중재절차

를 통해 상소절차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들은 무엇

인지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DSU 제25조에 

의한 중재절차의 내제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중재절차 활용시 필수적인 고려요소들

1) 중재합의 당사자

일반적으로 중재합의를 체결하기 위해서

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합의 체결에 필요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29 

WTO상소중재의 경우 특정 국가의 중재법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능력에 관한 

국내법상의 분쟁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인

다. 다만, WTO상소심을 대체하는 중재합의

의 효력을 분명히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중재합의 체결 근거를 중재합의 

문서에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

다. 예컨대, DSU 제25조가 중재를 분쟁해결

의 대체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

재합의에 해당 조문을 직접 인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DSU 제17.4조에서 

“분쟁당사자만이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중재합의에 이를 직접 인용

하여 중재 당사자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도 바람직해 보인다.

2) 중재개시 및 답변

중재는 일반적으로 중재신청서를 정해진 

중재기관 내지 분쟁 상대방에게 제출함으로

써 개시된다. 형식상 이는 WTO상소심과도 

동일한 것으로 상소국은 DSB에 서면 통보와 

상소기구 사무국에 상소하는 패널보고서 제

목, 분쟁당사국 연락처, 상소내용에 관한 요

약 등을 기술한 상소장을 제출한다. 따라서 

중재신청 형태로 제출되는 상소장의 구체적

인 내용은 원 상소 절차에 사용되는 상소장

의 형식을 참고하여 사전 합의를 통해 규정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WTO상소심의 경우 상소국이 상소장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상소심이 개시가 된다.30 

중재에서 반대신청(counterclaim)과 상소심

에서 피상소국의 cross-appeal은 절차상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보인다. ICC 상사중재

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절차요지서(terms of 

reference)를 작성한 다음, 판정부의 허락을 

받아 반대신청서를 제출한다.31 이때 판정부

29 손경한·심현주, “중재합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 「중재연구」, 제23권1호(2013), p. 60.

30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0.1.

31 Nigel Blackaby, Constantine Partasides QC, Alan Redfern, Martin Hunter,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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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추가 청구는 별도로 

개시하는 중재 절차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하다.32 한편, WTO상소심의 cross-appeal

은 상소장 제출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5일 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33 따라서 WTO상소절

차에 대한 중재 합의시 cross-appeal에 상

응하는 반대신청에 관한 합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중재인의 선정

상소장이 제출되면 WTO상소심의 경우 

상소기구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7인의 상소

기구 위원 중 3인을 선정한다. 일반적인 중

재의 경우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들 간의 합

의를 바탕으로 정해지지만, 많은 사건에서 3

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선택되고 있다. 

이는 WTO상소심과 동일한 구조로 쉽게 구

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에 관한 기준이 중재합의에 명

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상사중재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규칙에 따라 특정 중재기관이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된

다. 그러나 DSU 제21.3조(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의 Remark 12는 “사안을 

중재에 회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당사국과 협의한 후 10일 이내

에 중재인을 임명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

으므로, WTO상소 중재합의시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으로 하여금 중재인 3

인을 선정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

다.34 

또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자

격기준에 관한 합의도 필요해 보인다. 예컨

대, DSU 제17.3조(상소심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소기구는 법률, 국제무역 및 대상협

정 전반의 주제에 대하여 입증된 전문지식을 

갖춘 인정된 권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

소기구위원은 패널 위원과는 달리 그 어떤 

정부와도 연관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DSU 제25조를 통한 중재를 진행할 경우에

도 상기와 같은 자격기준이 중재인 선정시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전체 일정의 조기 확정 및 절차명령에 

따른 진행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초기 

단계에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일정을 미리 정해두고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WTO상소심의 경우 상소개

시에 따라 해당 위원들은 의장 및 사무총장

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문서 제출시한, 구두

심리 날짜 등을 정한 일정(working sched-

ule)을 작성하고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는

데,35 이는 중재의 절차명령과 유사한 형태

를 가지고 있다. 다만, 중재절차와는 달리 이

Arbitration (Oxford Law, 2015), p. 383.

32 김갑유·임수현·김홍중·김준우 외, 상게서, p. 187.

33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3.1.

34 US – Section 110(5) Copyright Act (Article 25) 사건에서 관련당사국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 설치에 합의하
였고, 3인의 중재인으로 원패널의 패널위원들이 초기에 지명되었지만, 그 중 2인이 본 건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WTO 사무총장이 중재인선정의 절차에 따라 다른 2명의 중재인을 지명한 바 있다. 손태우, 전게논문,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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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절차 일정은 상소기구 사무국에 정해진 

날짜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모든 상소관

련국(즉, 분쟁당사국 및 제3국)에게 통보되

어야 하므로,36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5) 문서제출절차 및 주장서면 제출

국제중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document production)가 빈번히 이

용되며 문서의 범위도 한정되지 않고, 해당 

중재에서 주장된 제반 사실관계에 관련된 거

의 모든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패널이나 상소기구에 제출되는 

서면입장은 비밀로서 취급되나 분쟁 당사자

는 각국 입장에 관한 진술을 공개할 수 있

다.37 

한편,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패널이나 상

소기구에 제출한 정보로서 비밀이라고 지정

한 경우 이를 비밀로 취급해야 하여 당사국 간

에도 기밀정보들이 포함된 BPI(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38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국은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서면입장에 포함된 

공개 가능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39 사실상 보고서가 공개되

면 대부분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

다.40 관련 회원국은 분쟁 관련 모든 정보를 

상호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재의 경우에도 문서제출절차를 통해 쟁

점과 관련되어 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의 현출을 상호 요청할 수 있지만 

영업기밀과 같은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는 경

우 문서제출 당사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하

거나 보호명령 등을 통해 요청된 문서의 일

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41 이는 WTO

상소심에서의 문서제출 절차와 매우 유사한 

절차이므로, 문서제출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중재를 통한 상소심의 구현이 대체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상 국제중재의 경우 심리기일 전 양 

당사자가 2차례씩 주장서면을 제출하는 것

이 보통이다. 물론 구체적인 서면 제출방식

은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달

리 정해질 수 있다. 한편, WTO상소심에서

는 상소국이 상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상소

기구 사무국과 관련 분쟁당사국들에게는 서

면입장과 그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42 이때 

피상소국과 제3국은 상소장 제출 후 각 18

일,43 21일44 이내에 서면입장을 사무국과 

35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6.

36 Ibid., Article 18.

37 DSU, Article 18.2.

38 WTO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에서는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타협정 관련 사안의 경우 DSU상에서 
기밀정보 공개 여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DSU가 자체적으로 기밀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어 보이며 
논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이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tidumping), Article 6.5.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12.4.

39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tidumping), Article 6.5.1.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12.4.1.

40 김봉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대외적 투명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3호(2016), p. 5.

41 김갑유·임수현·김홍중·김준우 외, 상게서, pp. 29-30.

42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1.1.

43 Ibid., Article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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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국들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당사국

이 시한 내 서면입장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구두심리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소

가 기각될 수도 있다. 상소심은 대체로 2차

례 주장서면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상소장 

제출 후 18일 이내에 송달해야 하는 등45 기

한이 상당히 촉박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장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주장서면

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상소장이 제출된 후 WTO 사무총장

은 패널절차에서 진행된 관련 전체 기록을 상

소기구로 송부해야 한다.46 DSU 제25에 따른 

중재의 원활한 상소심 구현을 위해서는 해당 

분쟁건 패널단계에서의 전체 기록에 대한 접

근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WTO 사

무총장이 특정 중재기관 또는 중재판정부 등

에 패널단계 기록을 전달한다는 합의가 사전

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제3자 참여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양자간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소심의 제3자 참여 기

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분쟁당사국이 아

닌 다른 회원국은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중재절차의 당사

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에서,47 제3국의 참여 가능성이 이미 고려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8 실제로 국제투자

중재 절차의 경우 법정조언자(amicus curi-

ae)의49 형태, 즉 제3의 국가 내지 단체·사

인 등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쟁점

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절차가 빈번히 사용

되고 있다.50 따라서 DSU 제25조에 의한 중

재절차에서의 제3자 참여도 합의를 통해 이

러한 법정조언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7) 심리기일 및 전문가 증인

중재의 경우 보통 5~10일 정도의 기간 동

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심리기일을 단 한번 

개최한다. WTO 분쟁에서 심리기일의 핵심은 

구두변론과 상소기구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WTO상소심의 경우에도 상소장 제출 30일 

44 Ibid., Article 24.1.

45 Ibid., Article 23.4.

46 Ibid., Article 25. 관련 기록에는 (1) 분쟁 당사자들 및 제3자가 제출한 주장서면, 반박서면 및 근거 자료, (2) 분쟁당사자와 
제3자와의 패널회의에서 제출된 주장서면, 해당 패널회의의 기록 및 관련 서면답변, (3) 패널 또는 WTO 사무국과 분쟁당사국 
또는 제3자간의 패널 분쟁과 관련된 서신, (4) 패널에 제출된 기타 문서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47 Ibid., Article 25.3

48 손태우, 전게논문, pp. 16-17. 한편, 패널판정 이행단계에서의 중재, 즉 DSU 제22조에서의 중재에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조항이 
없어 개별중재사례에 따라 해석된 바 있다. EC -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DS27)에 
대한 DSU 제22조 중재사건에서 중재인은 DSU 제22조에는 제3자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로 참여를 요청했던 에콰도
르의 주장을 거절하였다. 반면, EC -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DS48)에 대한 DSU 
제22조 중재사건에서 중재인은 DSU 제22조에는 비록 제3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중재인은 이러한 절차적 쟁점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고 제3국이 중재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3자로써 중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본고는 WTO상소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DSU 제25조상의 중재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49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판정부에 의견 등을 제출하는 제3자를 뜻한다.

50 Eugenia Levine, “Amicus Curia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The Implications of an Increase in 
Third-Party Participation”, 29 Berkeley J. Int'l Law(2011)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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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45일 후에 구두심리가 개최되는데,51 패

널절차에 비하여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있으

며 모든 사건이 그 방식에 따른다.52 우선, 상

소국이 먼저 구두진술을 하고, 이후 피상소국

이 구두진술을 한다.53 상소절차는 법률심으

로 당연히 상소대상은 ‘패널보고서에 포함된 

법적 쟁점 및 패널의 법해석’에 국한되기 때문

에 패널절차에 비하여 구두진술은 상대적으

로 짧다.54 구체적인 기간 혹은 횟수가 협정에 

명시된 바는 없어 상세한 내용은 기존 상소심

의 일반적인 진행방식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재는 심리기일 동안 모든 증인들에 대한 

순차적인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적이다. 전문가 증인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가 증인을 쌍방이 각

자 선임하여 순차적으로 반대신문을 거친 

후, 경우에 따라서는 한 자리에서 동시에 반

대신문을 하며 전문가간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소위 “hot tubbing”방식)도 많다. 그러

나 WTO 패널이나 상소절차에서 증인신문

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55 사실

관계에 관한 전문가 증인의 증언이 상소심에

서 이루어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고, WTO상소 중재절차에서는 법률에 관한 

전문가 증인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반적인 상소절차에서는 법률전문가에 한

하여 상소기구의 직권을 통한 전문가의 선임

과 그에 따른 조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각자 전문가를 선임하여 반

대신문을 진행하는 중재절차와는 다른 형식

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WTO상소절차에 

근접한 증언 방식을 그대로 구현해 내기 위

해서는 법률 전문가 증인에 관한 기존 중재

절차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소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8) 판정

중재는 판정 선고 절차 없이 바로 판정문 

송달이 이루어지며, 이는 WTO상소심과도 

유사하다. 보고서를 회원국에게 배포한 후 

30일 이내에 DSB는 총의로 동 보고서를 채

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채택하여 분쟁당사자는 동 보고서를 무조건 

수락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리없이 구현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9) 중재합의의 범위와 요소

중재는 관련 분쟁당사국이 중재를 통해 분

쟁을 해결하려고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

기 때문에 분쟁당사국의 중재합의에는 중재

회부, 중재절차에 대한 사전합의 및 중재판

정의 존중 등에 관한 중재합의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56 DSU 제25.2조 역시 

51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27.1.

52 장승화,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WTO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제55권 
제2호(2014), p.175.

53 Ibid.

54 Ibid.

55 Ibid. DSU 절차에도 부록4에 따른 전문가 검토단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 검토단은 패널의 권한아래 있으며 
패널에 보고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상소절차의 경우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56 손태우, 전게논문,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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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회부는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르며, 

이 경우 당사자는 따라야 할 절차에 합의하

고, 이러한 합의사항은 중재절차가 실제로 

개시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회원

국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

기서 중재합의의 범위란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종류 및 범위를 의미한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DSU 제17.6조에서 상소

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

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만 국한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중재합의 범위 또한 해당 

분쟁의 패널 판결을 다루는 법률심에 국한된

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재합의에 포함되는 다른 요소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회부의사, 중재절차

에 사용하는 언어, 준거법 등이 있는데, 이러

한 사항들 역시 모두 DSU상의 규정에 따라 

합의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재언어는 중

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를 일컫는바, 기존 

WTO의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

인어로 이를 사전 합의를 통해 규정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패널단계에

서 사용된 언어와 일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

므로, 패널단계에서 사용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국제중재상의 준거법 확정은 상당히 복잡

하고 어려운 문제이나, WTO상소심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미 DSU 제1.1조

가 WTO협정 및 양해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

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관련 분쟁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제1.2조는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는 이 양

해의 부록 257에 명시된 대상협정에 포함된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SU 제

57 부록1(이 양해의 대상이 되는 협정):
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
나. 다자간무역협정
부속서 1 가 : 상품무역에관한다자간협정
부속서 1 나 :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부속서 1 다 :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부속서 2 :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
다. 복수국간무역협정
부속서 4 : 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 정부조달에관한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유협정
복수국간무역협정에 대한 이 양해의 적용가능성은 부록2에 포함되는 모든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또는 절차를 포함하여 이 
양해가 개별협정에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는 각 협정 회원국의 결정으로서 분쟁해결기구에 통지되는 결정의 채택에 따른다.
부록2(대상협정에 포함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 제11조제2항 관한협정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제2조제14항 및 제21항, 제4조제14항, 제5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 제6조9항부터 제11항까지, 제8조제
1항부터 제12항까지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부속서 2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협정 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협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부속서 2의 제2항 바호, 제3항, 제9항 및 제21항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제6조제6항, 제7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제8조제5항 주석35, 
제24조제14항, 제27조제7항 부속서 5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
금융서비스에관한부속서 제4항
항공운송서비스에관한부속서 제4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을위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특정분쟁해결절차에관한결정
이 부록상의 규칙 및 절차의 목록에는 그 규정의 일부만이 문맥상 적절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포함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이나 절차로서 각 협정의 관할 기구에 의하여 결정되고 분쟁해결기구에 
통보된 규칙 또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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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절차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이들 조항

을 그대로 인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

편, 상소기구는 대체적으로 비(非)WTO협정

이 WTO협정상의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는 역할은 할 수 없지만 WTO협정을 

해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58 비WTO 협정의 역할 여

부에 관해서도 합의를 통해 규정하는 것 또

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 중재절차의 비공개성

상소기구의 심의과정은 공개되지 않으며 

상소기구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 및 행하여진 

진술내용에 비추어 분쟁당사자의 참석없이 

작성된다.59 또한, 상소기구 보고서에 표명된 

개별상소기구위원의 견해는 익명으로 작성되

기 때문에60 비공개성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

하다. 중재 절차에서는 별도로 합의가 없는 이

상, 당사자들이 해당 절차를 당연히 비공개로 

합의하였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61 따라

서 DSU 제25조에 의한 중재절차에서도 익명

성과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구체

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1) 중재판정부의 권한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권한과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은 중재판정부의 가장 주요한 권

한이다.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 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 내

용에 관한 결정의 방식은 각 중재기관이 정

한 규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WTO상소심을 중재를 통해 구현시키고자 

하는 경우, 상소심은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

진 법률 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되어야 하며,62 상소기구는 분쟁해결기

구 의장 및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업

절차(Working Schedule)를 작성하여야 한

다. 이때 그러한 작업절차는 회원국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되어야 한다.63 또한, 상소기

구는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

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고,64 조치가 대

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며 관련 회원국이 권고

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

다.65 한편, 상소기구는 자신의 조사결과와 

권고에서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확대할 수도, 축소할 수도 없다.66 따라서 

DSU 제25조 중재를 위해 구성된 중재판정

부 권한 또한 위와 같은 기준에 합치되도록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그리고 WTO상소기구의 판단은 

구체적인 수정조치를 제시할 수 없고 문제가 

되는 조치가 협정위반이라는 사실만 지적할 

58 Ibid.

59 DSU, Article 17.10.

60 Ibid., Article 17.11.

61 김갑유·임수현·김홍중·김준우 외, 상게서, pp. 116-117.

62 Ibid., Article 17.6.

63 Ibid., Article 17.9.

64 Ibid., Article 17.13.

65 Ibid., Article 19.1.

66 Ibid., Article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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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DSU 제25조 중재판정부 

또한 동일한 범위로 그 권한을 한정시켜야 

할 것이다. 

1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가 복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 대부분 다수결에 의해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이 대립될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경우 특정 중재인이 다수 의견과 다른 견해

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별의견(예컨대, dis-

senting opinion이나 concurring opin-

ion)을 다수 의견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WTO상소절차에서 상소위원들이 그러

한 개별의견(예컨대, dissenting opinion 

등)을 내릴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총의에 따라 판정을 내릴 것을 

장려하지만, 총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67 이에 

따라, 기존 상소심과 같이 되도록 총의로 판

정을 내리되,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

에 따르도록 중재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판

정시한을 합의를 통해 특정하기는 쉽지 않

다. 예컨대, ICC 중재규칙의 경우 최종서면

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

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속한 판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판정시한이 준수되지 않더라도 절차

적인 하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반면, 일반

적으로 WTO상소절차는 상소결정을 공식적

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고서를 

배포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소요 기간을 DSB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90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68 따라서 DSU 25조

에 따른 중재를 진행할 경우에도 분쟁 판결 

기한을 상기 규정에 합치하도록 사전에 합의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3) 중재판정문의 구성

중재판정문에는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의 

명칭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및 중재판정

부에 관한 정보, 작성일자와 중재지, 중재인

의 서명, 중재합의와 준거법, 절차진행에 관

한 사항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

한 판단 및 판정의 근거, 반대의견, 주문 등

이 포함된다. 한편, WTO상소기구 보고서는 

해당분쟁 명칭 및 사건번호, 절차진행에 관

한 사항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

한 판단 및 판정의 근거, 패널의 판단, 패널 

판단의 검토, 판정 결과, 권고사항 등이 포함

된다. 따라서 중재판정문의 형식은 상소보고

서의 형식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중

재판정부는 주문을 통해 신청취지의 범위 내

에서 금전의 지급, 특정 행위의 이행 또는 

금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 계약의 수

정, 이자의 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중재비용

의 부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

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소심

67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3.2.

68 DSU, Article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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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고와 판정에서는 구체적인 수정조치를 

제시하지 않고 해당 조치가 협정위반임을 지

적하고 협정에 합치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

적인 구제수단(청구취지)에 관한 주문과 그 

형식은 중재판정부의 권한 및 중재가능성 등

에 관한 협의를 통해 사전 합의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WTO에서 확정된 상소보고서는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DSB에

서 공식 채택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문이 효력을 갖게 되

는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69 

2. 소결

기존 중재기관을 중심으로 성립되어 있는 

일반적인 국제중재절차는 현재 마비되어 있

는 WTO상소심 절차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

기는 제도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WTO체제의 경우 

모든 분쟁절차를 중재제도와 같이 합의를 통

해 진행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다

만, 일반적인 중재절차와 상소절차 간 유사

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는바, 기존 중재규

칙 및 이에 관한 합의 조항 등을 일부 보완

하는 방법을 통해 상소절차를 구현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중재

절차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중재절차라

도 상소절차 진행에 불필요한 절차는 합의를 

통해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DSU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절차

는 분쟁해결의 대체적 수단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70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재제도는 상소심을 

대체하여 효율적으로 분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실제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많은 회원국들은 중재를 ‘분쟁 해결의 효과

적인 수단’, ‘통상 정책에서의 유용한 도구’, 

GATT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되어 당사자들

이 분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분쟁 해결 촉진’이라고 설명

한바 있다.71

Ⅳ. 중재절차를 통한 WTO 
상소기구 대체 사례

1. 다자간임시상소중재약정(MPIA)에 

따른 WTO 상소절차 구현

EU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자 제 기능

을 회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소심을 대신

할 제도로서 다자간임시상소중재약정(Multi- 

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

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 이하 “MPIA”)72를 주도하여 추진하였

69 장승화, 전게논문, p.177.

70 US – Certain EC Products 케이스의 패널 리포트에 따르면, 패널은 “비록 패널(및 상소기구)이 WTO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DSU 25조는 WTO 관련 분쟁을 심판하는 수단으로서 중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5.4조는 
이러한 중재 결과에 대해 DSU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조치의 호환성에 대한 WTO의 평가가 
WTO 분쟁해결 절차의 하나로 제25조 중재로 결정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 있다. WTO Analytical Index, “DSU-Article 
25 (Jurisprudence)”. 

71 David Jacyk, “The Integration of Article 25 Arbitra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ustralian International Law Journal(2008), pp.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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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WTO상소심을 대체할 목적으로 출

범한 첫 임시상소중재로써 본고의 DSU 제25

조 국제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어 이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MPIA의 주요 제도적 특성을 기술한다. 

MPIA 참여 회원국간의 분쟁은 일반적인 

WTO상소절차를 대신하여 WTO DSU 제

25조(중재)에 따른 상소중재로 회부할 수 있

다.73 즉, 상소심을 WTO 상소기구가 아닌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에 회부하고, 

이때 필요한 중재합의는 MPIA를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기존의 상소

심과 다를 것이 없다며 MPIA에 대해 공식적

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74 

MPIA는 현행 WTO 상소 절차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우려사항을 반영하

기 위해 기존 상소제도에는 없던 새로운 요소

를 일부 포함시켰다. 특히 DSU에서 명시하고 

있는 ‘90일 심리기한’을 보다 확실히 준수하

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75 최근 상소사건에서 사건의 복잡

성 등의 이유로 90일 심리기한을 도과하는 경

우가 잦아졌고 이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 미

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MPIA는 제도적 장치로서 (1) 중재판정부의 

90일 심리기한은 오로지 당사국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쟁

당사국들의 동의 없이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고, (2) 중재자들이 90일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절차적 수단으로서 적절한 관리조

치(appropriate organizational meas-

ures)를 규정하고, (3) 일부 위반청구 철회와 

같은 ‘실체적 조치(substantive measures)’

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4) 중재인들이 분

쟁해결에 필요한 문제만을 다루도록 규정하

였다.76

MPIA는 관련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본문’,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규칙(임시

상소중재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부속서 1’, 

중재인 명부의 구성 및 중재인 선정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부속서 2’의 총 3개 부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 MPIA 관련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본문’,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규칙(임시상소중재절차)가 기재되어 있

는 ‘부속서 1’, 중재인 명부의 구성 및 중재

인 선정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부속서 2’가 

포함되어 있다.전술한 바와 같이 MPIA는 기

존 상소심의 절차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규정

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절차의 문

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 또한 

있으므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MPIA DSB 통보 본문

먼저 MPIA의 목적은 ‘법적 구속력 및 패

72 2020년 4월 30일 MPIA가 WTO DSB에 통보된 이래 현재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홍콩, 아이슬란드, 멕시코, 니카라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위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 21개 
회원국이 이 약정에 참여하고 있다.

73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 
Article 1.

74 European Parliament,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WTO Appellate Body crisis and the multiparty 
interim appeal arrangement”,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Briefing(2021), p. 1.

75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 
Article 12.

76 Ibid., Article 1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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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상소심

을 통한 2단계 분쟁해결 절차와 같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필수원칙과 특징을 보전하

고, 그로써 WTO 협정에서 회원국의 권리의

무를 보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DSU 제25

조에 근거한 비상조치를 취함’에 있다고 명

시하고 있다.77 

MPIA와 WTO상소심 규칙은 상당 부분 

유사성을 띄고 있다. 우선, MPIA에 따른 중

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참여 회원국들은 해

당 회원국간 통상분쟁에 대해 DSU 제16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른 상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적용의 상호배타성을 나타내고 

있다.78 하지만, 중재절차는 상소심 절차의 

절차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독립성과 

공정성 등 상소심리의 핵심적인 특징을 그대

로 유지하기 위해 DSU 제17조에 따른 상소

심리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 기초하고 있

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79 상소심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점을 함의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규칙을 살펴보면, MPIA에 

따르면 10명의 상설 상소중재인 명부(pool)

에서 선정된 3인의 상소중재인이 상소를 심

리하며 이러한 명부는 MPIA 참여국들이 

MPIA DSB 통보 부속서 2에 기초하여 구성

된다.80 또한, 이러한 중재인 명부의 중재인

들은 법률, 국제무역 및 WTO 협정 전반의 

주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인정된 권위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81 무엇보다 중재인은 

어느 정부와도 연관되지 아니하고, 직간접적

인 이해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의 심

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82 명시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기존 WTO상소심의 규정

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는 제6항에 따라 10

명의 상설 상소중재자 명부에서 3인의 상소

중재인을 윤번(principle of rotation)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특정 분쟁에서의 중재인 

선정은 기존 상소심 재판부와 동일한 원칙 

및 방식(무작위 추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

고, 이후 WTO사무총장이 선정위원들을 당

사국들에게 통지한다.83 한편, 중재인 명부 

구성원들은 제5항 협력(collegiality)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해석, 실행, 절차에 관한 문제를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84 

이 또한 기존 WTO상소심에서 기반한 것으

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룬다.

2) 부속서 1 

부속서 1은 일련의 중재규칙을 마련하고 

있어 본고의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를 진

77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 
Article 1.

78 Ibid., Article 2.

79 Ibid., Article 3.

80 Ibid., Article 4. 만약 명부가 구성되지 않은 시점에 특정 분쟁 건을 담당할 중재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중재인 선정 절차를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명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두고 있다.

81 Ibid.

82 Ibid.

83 Ibid., Article 6.

84 Ibid., Artic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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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MPIA에 참여하는 분쟁당사국들은 상소중재

를 개시하기 위해 DSU 제25조 제2항에 따

라 상호간에 합의해야 한다고85 명확히 명시

하고 있어 분쟁당사자가 상호 합의할 경우에

만 활용이 가능한 중재의 특징을 다시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MPIA는 상소중재 개시와 관련하여 

명확한 일정을 명시해두고 있다. 당사국들에 

최종 패널보고서가 발급된 이후, 나머지 

WTO 회원국들에 최종 패널보고서가 회람

될 예정인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일방 당사

국은 MPIA 합의절차에 따른 중재를 개시할 

목적으로 패널 절차 정지를 요청해야 하

고,86 중재는 패널절차 정지로부터 20일 이

내에 WTO 사무국에 상소통지를 제출함으

로써 개시된다.87 MPIA에 참여하는 분쟁당

사국간에 상소중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는 해당 분쟁당사국들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

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패널보고서가 

DSB에서 채택될 수 있다.88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중재인은 10인의 

상설 상소중재인 명부로부터 선정된 3인으

로 구성되며, 동일 회원국 국적의 2인은 한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89 또한, 중재인들은 

해당 상소중재 재판부의 재판장을 선출하며, 

중재인들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총의

(consensus)에 의한다.90 만약 총의에 이르

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표결에 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WTO상

소규정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91 중재인 

명부 구성원들의 협력 원칙에 따라 특정 상

소 건을 심리하는 3인의 중재인들은 자신의 

결정에 관해 중재자 명부상의 다른 7인 중재

인들과 논의할 수 있다.92 이 또한 기존 

WTO상소규정과도 일맥상통하는 규정으로 

WTO상소심은 상소기구 기능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상소기구 위원들이 매 

상소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받

을 수 있고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에 앞서 서

로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93 또한, MPIA는 중재인 명부상의 모든 

구성원들은 상소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공 

받으며,94 상소중재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

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권한범위를 다시금 강조

하고 있다.95 중재인들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이상으로 상소가 제기된 논점을 검토할 수 

없으며 오로지 분쟁해결에 필요한 문제만을 

다루어야 한다.96

한편, 기존 WTO상소심에서 더 나아가 

MPIA에서는 중재인들은 상소통지 접수 후 

85 Ibid. ANNEX 1. Article 1.

86 Ibid., Article 4.

87 Ibid., Article 5.

88 Ibid., Article 6.

89 Ibid., Article 7.

90 Ibid.

91 Ibid.

92 Ibid., Article 8.

93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Article 4.1.

94 Ibid.

95 Ibid., Article 9.

96 Ibid., Artic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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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발급해야 하고 이

를 위해 중재인들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관리조치(organization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

다.97 예컨대, 판정문 분량(페이지 수) 제한,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기한 제한, 마감일, 요

구되는 심리 길이 및 횟수 제한에 관한 결정 

등이 관리조치에 포함되었다.98 또한 90일 

기한 내에 판정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 중재인은 DSU 제11조(사실문제에 대한 

패널의 객관적 평가 의무) 관련 청구를 심리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실체적 조치(sub-

stantive measures)’를99 당사국들에 제안

할 수 있도록 하여 기한의 엄격한 준수를 요

구하고 있다.100 상기와 같은 중재인들의 제

안이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중재판정 발급

을 위한 90일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101

기존 WTO상소심은 상소보고서가 회람된 

이후 DSB에 채택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

다. 하지만, MPIA에 따른 상소중재 판정은 

DSB 및 관련 WTO 협정 이사회 또는 위원

회에 통보는 되지만 채택되지는 않는 점을 

명시하였는데,102 이는 중재판정 그 자체로

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DSB에서 채택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기능을 잃은 

WTO 상소기구를 대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부속서 2

부속서 2는 중재인 명부의 구성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MPIA DSB 통보 

회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여 회원국이 1

인을 중재인 후보로 지명할 수 있음을 명시

하고 있다.103 중재자는 고도의 전문성, 객관

성, 공평성에 기초하여 선별되며, 후보 지명

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선정위

원회(WTO 사무총장, 분쟁해결기구 의장, 

상품·서비스·무역관련지식재산권 이사회 의

장, 일반이사회 의장)에서 사전선별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한다.104 이후 기준에 충

족하는 후보를 참여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참여 회원국들은 총의로 중재인 명부를 구성

하고,105 참여 회원국들은 중재자 명부 구성 

2년 이후부터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모든 참여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정

기적으로 중재인 명부의 일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106

2. 기존 국제중재기관의 활용

WTO 상소절차를 중재절차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절차적 특성으로 인해 기

존 기관중재절차 또는 기관 중재규칙을 그대

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MPIA

의 경우와 같이, WTO상소절차와 중재절차 

97 Ibid., Article 12.

98 Ibid.

99 단, 실체적 조치에 관한 중재인들의 제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동의 여부는 당사국에 달려 있다. 중재인들이 제안한 
실체적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사건의 심리나 해당 당사국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Ibid., Footnote 9.

100 Ibid., Article 13.

101 Ibid., Article 14.

102 Ibid., Article 15.

103 Ibid., ANNEX 2, Article 1-2.

104 Ibid., Artic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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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WTO 상소절

차에 적합한 새로운 중재절차 및 중재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중

재절차의 원활한 행정 업무 내지 절차진행 

등의 지원을 받는 정도로 중재기관이 제한적

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중재기관 중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이하 

“PCA”)의 경우, 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해 오

랜 기간 동안 이용되어 온 기관이고 1996년 

이후 35개의 국가간 분쟁해결을 진행해 왔

으며 매년 1개 내지는 2개의 국가간 분쟁을 

다룰 정도로 활발한 기관이다. 또한, 투자에

만 국한된 분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역

협정 또는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분

쟁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DSU 제25조상에 

따른 분쟁해결에도 나름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역할에는 

중재인 선정권자(designating authority)로

서의 기능, 중재통지 및 사건 기록의 송달, 

보관. 관리 등의 업무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PCA의 사무국장(Secretariat)은 

여러 사건에서 중재인 선정권자(appointing 

authority) 역할을 한다. 한편, WTO 상소

심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선

정권자 역할은 PCA의 사무국장이 아닌 

WTO 사무총장 혹은 사무국에 있도록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중재 관리 경험으로 당사자간 이해 조

정 및 조율에도 능하기 때문에, 중재인 선정

에 있어 기존 WTO상소기구의 역할에 불만

이 있는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만, PCA는 기본적으로 중립성을 중시

하는 분쟁해결기관이고, 당사자들의 자치적

인 분쟁해결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DSU 제

25조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 중재합의 내지 중재규칙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선제

적인 행동은 일부 국가들의 반발이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칫 WTO분쟁해결절차와 대

립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DSU 제25조에 

의해 진행되는 중재는 결국 상소기구를 대체

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상소기

구의 기능이 얼마만큼 잘 구현될 수 있는지

가 가장 핵심적인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지금까지 DSU 제25조에 의하여 진행

된 사건은 숫자도 매우 적을뿐더러, 실제로 

상소기구를 대신하여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분쟁의 일부 사안을 결정하는 용도로 활용되

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는 

유연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여겨지는 만큼 상소기구를 대

체할 방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DSU 제25조에 의한 중재는 현재 

상소기구를 대신하기 위한 중재로서 어떠한 

효용을 가지는지에 관하여서는 확실한 답변

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WTO상소심

105 Ibid., Article 4.

106 Ibid.,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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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제중재절차의 상호비교를 통해 상소절

차 구현시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불필요한 중재절차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보다 현실적인 구현 가능성 및 한

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MPIA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부 기

존의 상소절차를 보완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

련하였지만, 미국은 이마저도 기존 상소절차

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MPIA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미

국과의 분쟁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게는 실효

성이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DSU 

제25조에 따른 단일화된 중재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WTO 분쟁해

결제도의 취지는 그대로 존중하되 당사국간 

합의를 통하여 보다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중재합의를 체결한다면 중재를 통한 상

소심 절차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

다. 예컨대, 상소심 절차 기한 준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여 왔고,107 이것

이 미국이 MPIA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 하

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상대로 

DSU 제25조 중재합의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소심 기한을 비롯한 여러 중재 절차에 관

하여 절차적 타협점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WTO 상소심 체제를 목적과 취지

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상소심 당사국 모두

의 입장을 반영하여 중재합의를 체결하는 것

은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DSU 제25조상 중재에 따른 

핵심적인 상소심 절차를 구현하는 것은 얼마

든지 가능해 보이므로, 중재절차를 통한 상

소심을 모색하는 양 당사국은 개별적인 협상

을 통해 구체적인 중재합의를 체결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WTO 패널결정에 대한 

상소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쟁 당사국의 의

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의를 통해 각 당사

국이 기존 WTO상소심 절차에서 반드시 구

현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

적인 파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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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decades, controversy has been growing over the judicial authority of the WTO's 

appellate body. Many member states have maintained starkly different views on the authority 

from the outset of the WTO. This culminated with the US government's boycott, which 

voiced the most substantial criticism against the WTO Appellate Body ("AB"), refusing to 

appoint new AB members. Since December 2019, when the terms of all members expired, 

the AB has remained inoperative to date. This paralysis sparked discussion among many 

member states on the alternative mechanism to revitalize the appellate procedures for 

pending WTO disputes. Under these circumstances, conducting appeals through arbitration, as 

envisioned in Article 25 of the DSU, draw keen attention from those left with unsatisfactory 

panel reports. Given the flexible nature of arbitration, parties appealing a panel report may 

create an arbitration agreement modeling the current AB procedures set out in the DSU. 

Otherwise, multiple member states could hammer out a mult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25, substantiating all procedures required to de facto revive the AB's 

appellate procedures. Indeed, 21 WTO member states, including most European countries, 

recently prepared such a mult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e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 adopting the key features of the AB procedures. 

Nonetheless, to date, no single case has invoked Article 25 to pursue an appellate proceeding 

for a WTO dispute since the paralysis of the AB. 

Based on the above, this paper examines the details of the arbitral proceedings to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pursuant to Article 25. To this end, the paper reviews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ompared to the general international arbitral procedures. This 

comparative study then leads to an in-depth analysis of the feasibility of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option to the AB procedures. In this connection, a case study of the MPIA also 

follows. In closing, this paper offers a policy suggestion to resolve the current stalemate on 

the discussion on Article 25.

Keywords :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System, Appellate Body, Arbitration, 

DSU Artic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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