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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무 (2조)

ㅇ SPS measures are

- applied only to the necessary to protect 동식물 생명‧건강

and consistent with SPS 협정

- based on science principles

- not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ce evidence

ㅇ SPS do not discriminate

- between 동일‧유사 조건 국가

- Members where identical or similar conditions prevail

- Their own territory and other Members territory

ㅇ SPS shall not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ㅇ SPS 협정 합치 조치라야 GATT XX(b) 인정



2. Harmonization (3조)

ㅇ SPS shall be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recommendations

- if so, deemed to be ‘necessary’, ‘consistent’

ㅇ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치 채택 가능

- if there is a scientific justification or 5조 (Risk assessment, 적정

보호수준 결정) 충족, SPS 협정 합치

3. Equivalence (4조)

ㅇ 타국 SPS 조치 수용 의무

- 수입국의 적정보호수준 달성 가능 입증 시

- 입증 노력 협조 의무

ㅇ Equivalence 상호 인정 위한 양자‧다자 협의 응할 의무



4. 위험 평가, 적정보호수준 결정 (5조) (1/2)

ㅇ SPS shall be based on assessment of risks to동식물 생명‧건강

ㅇ Taking into account

- international risk assessment techniques

- available scientific evidence, etc

- relevant economic factors (생산‧ 판매 잠재 피해 등)

- minimizing negative trade effect

-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ㅇ 적정 보호수준 결정시, no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tinctions

in the levels it considers to be appropriate in different situations

- if such distinctions result in discrimination or disguised trade

restriction

ㅇ SPS shall not more trade restrictive than required to achieve the 적정 수준



4. 위험 평가, 적정보호수준 결정 (5조) (2/2)

ㅇ 과학 증거 부족 시, 잠정 조치 채택 가능

- 단, 관련 정보 수집 노력 및 합리적 기간 내에 잠정 조치 재검토 의무

ㅇ 타국 SPS가 자국 수출 제한 또는 국제 기준 불합치(국제 기준 부존재 포함)시

- 해당 SPS 조치 이유에 대한 해명 의무

5. 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Disease Free Area (6조)

ㅇ SPS shall be adapted to SPS characteristics of 해당 상품 발원지, 운송 예정지

ㅇ In assessing the characteristics, 특정 질병‧병균 창궐정도, 박멸‧통제 제도 존부,

국제 기준 등 고려 의무

ㅇ Disease Free(Low) Area 지정 시, geography, ecosystems, epidemiological

surveillance, effectiveness of SPS control등 고려

ㅇ 수출국, DFA 관련 자료 제공 의무, 수입국 조사 협조 의무



6. 기타

ㅇ SPS 조치 통보 및 정보 제공 의무

ㅇ Technical Assistance

ㅇ S & DT for Developing countries

ㅇ Dispute Settlement


