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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Session 1

∙ 일시 : 2021년 5월 7일 (금) 14:00-15:30 (KST)

∙ 주제 : (Session 1) 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Issues on Appellate Body Rulings)

∙ 사회 : 안덕근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패널 : Pasha Hsieh 교수(싱가포르 경영대학교), Ichiro Araki 교수(요코하마대학교), 

이재민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asha Hsieh 교수]

WTO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상소기구가 점차 문제를 보이면서 급격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

다. WTO 상소기구의 주요 문제는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와 관련이 있다. 이와 반

대의 개념으로는 judicial economy가 있는데 이는 EU와 미국이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

소기구가 WTO 상고심에서 제기된 법률상의 쟁점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방식이다. 사법 적극

주의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권리와 의무 발생에 관한 것이다. 이는 US-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DS437, Compliance review under Article 21.5, 2019 케이스로 설명할 수 있

다. 해당 사건에서 미국은 공공기관(public body)이 다수 소유하고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실

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공공기관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했다. 중국은 공공

기관을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실체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와 달리 상소

기구 내 반대의견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해석은 사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조사기

관이 사건마다 조사대상자가 정부권한을 소유하는지, 행사하는지, 또는 정부 권한을 부여받는

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이 있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 또는 다른 비시장경제체제

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FTA 협상에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CPTPP, Chapter 17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상소기구 내 반대 의견과 미국의 주장과 더 일치한다. 또한 EU의 베트남과 싱가포르와의 FTA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사법 적극주의의 두 번째 문제는 판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DS8, 10, 11,1986 사건이 있다. 상소기구에 따르면 이전의 사건들

은 WTO 회원국들 사이에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를 불러일으키므로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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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으로는 US – Softwood Lumber 

V, DS264, 2004와 US – Oil Country Tubular Goods Sunset Reviews, DS268, Art. 

21.5이 있다. US – Stainless Steel (Mexico), DS344, 2008에서 상소기구는 DSU 제3.2조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쟁해결 시스템의 보안과 예측가능성(security and predictability)을 

보장한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 없이(absent cogent reasons), 판결기관이 후속 실무에서 동일

한 방식으로 동일한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타당한 이유 없이”라

는 문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그 중 하나는 상소기구가 판례에 관한 모든 원칙(doctrine 

of precedent)을 부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사법 적극주의에 관한 마지막 문제점은 부수적 의견(obiter dicta)의 사용이다. 이와 관해서

는 Argentina –Financial Services, DS453, 2016이 있다. 해당 사건에 미국은 부수적 의견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DSU

의 개선이 필요하다. EU, 인도, 한국, 중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이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WT/GC/W/752; WT/GC/W/753, 2018)

[Ichiro Araki 교수]

상소기구 판결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미국은 상소기구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상소기구의 "공공기관"에 대한 잘

못된 해석은 SOE를 통해 제공되는 무역 왜곡 보조금에 대응할 수 있는 WTO 회원국의 능력

을 위협하여 시장 지향적인 모든 행위자의 이익을 약화시킨다. TBT 협정 및 GATT 1994에 

따른 비차별 의무에 대한 상소 기구의 해석은 국가에 따른 차별대우와 무관한 요소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상소기구가 덤핑마진을 결정하는 제로잉(zeroing)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은 WTO 회원국들이 국내 산업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는 덤핑된 수입을 대응하는 능력을 감

소시켰다. 해외벤치마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상소 기구의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검사(test)는 

WTO 회원국이 비시장경제체제의 SOE에 관한 보조금에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더 나

아가, GATT 1994의 XIX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대한 상소기구의 비텍스트 기반

(non-text-based) 해석은 WTO 회원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활용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상소기구의 보조금 협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WTO 회원국들이 중국과 같은 비

시장경제체제 국가들에 의한 무역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보조금과 덤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EU는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세이프가드협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능력이 실제로 약화되었는지, 상소기구가 제로잉 금지법으로 인해 반덤핑협

정상 회원국들의 권리를 축소시켰는지 등의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상소기구에 대해  

WTO 회원국들은 양극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 상소기구에 대해 만족해하는 회원국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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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큰 우려를 표하는 회원국들도 있다. 과거의 상소기구에 대한 개혁은 성공적이지 못했

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적 개선 등 상소기구의 개혁에 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재민 교수]

공공기관에 대한 논의는 현재 WTO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하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이는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WTO의 다른 협정

들과도 모두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되어 많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WTO 

회원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WTO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SOE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석이 있어 이와 관련한 문제 

또한 논의되어야 한다. 현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 권한의 제한, 회

원국과 상소기구 간의 연례회의, 절차의 엄격화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소기구의 

변화 속에서도 기존의 핵심 요소는 지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2단계 상소심사 제도

(two-tier review system)를 통해 사법 독립을 유지하고 일정 수준의 일관성을 예측할 수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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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Session 2

∙ 일시 : 2021년 5월 21일 (금) 14:00-15:30 (KST)

∙ 주제 : (Session 2) 상소기구 구성 및 사무국 행정조직 개편 (Issues on Appellate Body Structure)

∙ 사회 : 안덕근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패널 : Chang-fa Lo 교수(대만국립대학교), Mitsuo Matsushita 

교수(도쿄대학교; 前 AB 멤버), 장승화 교수(서울대학교; 前 AB 멤버)

[Chang-fa Lo 교수]

美 대선 당시 WTO 내부적으로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었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 이후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절차가 속히 재개되어 분쟁해결 시스템의 전반적인 회복이 앞

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올해 말 예정되어 있는 제12차 각료회의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산물 보조금 협상 타결이나 Covid-19로 인한 위기극복 방안 마련 등 

다른 주요 사안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됨에 따라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소 배제되어 왔

다. 제12차 각료회의 전까지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

로 보이나,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각료회의 직후 이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회원국들이 인지하고 있듯 상소기구는 현재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소기구 개혁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

하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미한 수준의 변화만 일어난다면 미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기대에 부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소기구의 완전한 개혁 또는 전반적인 구조

적 변화를 도모하기에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규범에 기반한

(rule-based) 시스템, 분쟁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결, 그리고 WTO 규범의 준수 및 

해석상의 일관성 등 현재 상소기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이어나

가면서도 그와 동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DSU 조항에 대한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분쟁해결기구나 일반

이사회에서 각 사안의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이미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제9.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와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협정문 해석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쟁해결기구의 일반적인 법리해석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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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회원국이 이러한 독점적인 해석에 의존한다면 향후 상소기구의 법리해석을 보완하고 분

쟁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소기구의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에 대한 일부 회원국들의 불만을 직시해

야 한다. WTO 협정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간 체결된 상업적 협정(commercial deal)이므로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경우 상업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인간의 생명 및 건

강, 공공질서(public moral) 등의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각각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 적당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소기구가 90일 이내에 

분쟁해결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건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소기구 위원 자체적으로 동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분

쟁해결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으로는 상소기구의 과도한 업무량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패널이 

맡는 분쟁사건 자체를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상소기구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분쟁해결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DSU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

지 옵션, 즉 패널절차와 상소, 주선(good offices)·조정(adjustments)·중개(mediations), 그

리고 중재(arbitration)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중 패널절차 및 상소는 회

원국들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중개는 분쟁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활용된 바 

없고, 중재 수단도 현재까지 단 한 번 정도만 활용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대체 수단을 적

극 활용한다면 패널 및 상소기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상소기구의 사법 문화(judicial culture)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분쟁해결 시스템은 실질적이

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현재 일종의 대법원(supreme court)처럼 기

능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DSU 초안에서 상소기구를 ‘법원(court)’으로 부르거나 상소기

구 위원을 ‘판사(judge)’로 부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것을 고려하여, 방대한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한 법적 분석을 제공하는 사법적 성격의 역할 대신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 입각한 상소기구의 운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상소기구 개혁 문제가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는 향후 개혁문제에 대한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

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DSU 제24.2조 등 최빈개도국

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안을 장려하여 이들도 동 논의에 참여시킴으로써 상소기구 개

혁에 대한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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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화 교수]

일부 회원국들은 상소기구가 처음부터 완전한 의미의 사법적 기구가 아닌, ‘준(準)사법기관

(quasi judicial organization)’으로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원칙상 ‘judge’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음에도 지금껏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회원국들

이 상소과정에서 패널보고서에 지나치게 방대한 사안을 포함시켜온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는 상소기구가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제기된 사안을 모두 다루지 않을 경우 법적 분석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안을 가능한 자세히 다루는 과정에

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상소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쟁점을 제기하지 않도록 일정한 법적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법 적극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DSU 제17조 등에서 상소기구의 권한

(mandate)을 매우 넓은 의미로 규정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궁극

적으로 당사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WTO 협정 각 조

항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DSU 제3.2조). 그러나 때로는 상충되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소기구가 사법 적극주의를 기반으

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DSU상에 불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는 상소기구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는 상소기구가 아닌 회원국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그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패널 보고서 중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대한 요소는 아니나 패널이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안을 상소기구가 다루는 과정에서 사법 적극주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

였다. 만약 이러한 오류를 상소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패널이 범한 법리적 오류가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다루게 된다 하더라도 상소기구가 권한 이상으로 개입한다는 

비난을 받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소기구의 노력은 WTO의 법

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향후 WTO 분쟁해결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WTO 협정 조항의 개정 없이 상소기구를 개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상소기구 위원 임명 절차와 관련,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일종의 modality를 

통해 각 회원국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낼 수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상소기구 위원 임명절차에 적용시킨다면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상소기구 위원에 최소 1-2명 정도의 법률자문관을 두어 상소기구 

위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현재 각 사건에 대해 임시로(ad-hoc) 구성되는 패널리스트를 영구적인(permanent) 구조

로 개편한다면 패널 보고서의 퀄리티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분쟁사건을 다

루는 데 있어 상소기구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궁극적으로 분쟁해결이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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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suo Matsushita 교수]

WTO 분쟁해결절차는 패널, 상소기구, 그리고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보고서 채택 이렇게 3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패널과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네거티브 컨센서스(negative-con-

sensus) 방식을 취하고 있어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소기구가 분쟁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 

마련 당시 고려했던 두 가지 원칙, 즉 회원국들이 분쟁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패

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자동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 

상소기구가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균형이나 사법 적극주의에 대한 비판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상소기구는 WTO 협정문을 해석하고 사법적 결정을 내린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사법기관으

로 볼 수 있으나, 마라케쉬 협정 제4.2항에 따르면 협정의 해석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각료회

의 및 일반이사회에 귀속되어 각 분쟁 사건에 대한 결정도 정치적 기구(political bodies)인 

두 기관에 일임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공식적으로 상소기구는 분쟁해결기구의 의

사결정을 돕는 보조기관(auxiliary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재판소(tribunal)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자동 채택방식으로 인해 상소기구의 판단이 각 분쟁 사건

에 대한 최종 판결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나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등과 비교

했을 때 상소기구가 사실상 강제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을 행사하고 패널보다 상위

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s)’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인데, 상소기구의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균형

을 잡아줄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옵

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마라케쉬 협정 제9.2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각료회의와 일반이사

회는 동 협정의 운영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더해 일반이사회 내에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사위원회

(Judiciary Committee)를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동 위원회는 국제경제법 분

야의 전문가와 그들을 지원하는 변호사 및 경제학자들로 구성하여 일반이사회가 WTO 협정상

의 해석 문제나 이사회 권고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는 일반이사회가 협정의 해석이나 권고사항의 초안을 채택하기 이전에 법사위원회가 그러한 

판단에 대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논리적 일관성 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

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사위원회 제도는 마라케쉬 협정 제9.2조

를 적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정치적인 논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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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반이사회와 상소기구 간 정기적 협의를 통해 상소기구가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 사안들에 대해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WTO 분쟁

해결의 정치적 함의와 그러한 판결이 회원국들의 통상정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타

낼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분쟁사건에 대한 정치적 거부권(political veto)을 행사

하거나 상소기구가 각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는 협의에 앞서 안건 초안을 법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위원회가 동 안건을 검토하고 법률 

용어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이사회와 상소기구 사이에 정치적 대립을 미연에 방

지 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협의 체제가 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상소기

구에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구조상 상소기구는 일반이사회나 각료회의와 달리 완전한 사법기

관이 아닐 뿐 아니라, 정치적 및 경제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될 시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

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이사회와 상소기구 간 협의는 서로의 지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상소기구를 더욱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검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WTO 자문

위원회(Consultative Board)가 당시 사무총장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안된 것인데, 

특별 전문가 그룹이 상소기구와 패널 등 WTO 분쟁해결 시스템에 대한 건설적 비판

(constructive criticism)을 다룬 평가보고서 등을 제공하거나 마라케쉬 협정 제9조에 의거 

분쟁해결기구 및 일반이사회가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 그룹은 비공식적이고, 일시적이며 복잡한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실용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이사회나 분쟁해결기구에 속한 영구적(permanent) 기관을 마

련하는 방식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지만, WTO 자문위원회가 고안했던 전문가 그룹은 구조상

의 유연성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롭다는 점 등이 주요 장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구조

나 체계 없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